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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 분야에서 사전주의원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간의 노력이 이루어낸 과

학적 성과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이러한 결과들 간에는 상호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환경을 위한 여러 조치에 과학적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학적 인과관계의 입증

이 일방의 조치에만 요구되는 예가 많다는 점에서 과학의 규범화 문제는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또 그렇게 정당한 것이라 말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국제통상규범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내적 조

치가 충돌할 경우에 전자는 후자에 대해 과학적 근거의 제시를 요구한다. 하지만 환경을 위한 조

치가 갖는 실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치가 환경보호에 있어 실효성

이 없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과학이 가지는 한계를 명

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규범들에서 과학을 요구하는 것이 가지는 한계를 인식할 수 있다.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란 이러한 과학적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과학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라도 환경에 가해지는 리스크의 정도가 크다면, 위험에 대한 

입증이 완전하지 않거나 입증이 아예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 환경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원

칙이다. 이는 현재 국제환경법의 여러 영역에서 성문화되어 있지만, 애초에 독일법에서 기원한 것

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은 독일법에서 발전한 사전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국제환경법상의 사전주의원칙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또 독일법상의 사전주의원칙에 관한 논의에서 국제환경법의 발전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환경문제는 가치와 이해관계 상호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독일법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익형량이나 비례성 심사라는 방법을 

적극 원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국제(환경)법에 있어 이러한 형량적 접근이 가

능한지,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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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껏해야 침해국에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만을 부담시킨 바 있던 전통적

인 국가책임의 관념은 국제환경법의 등장과 발전에 따라 점차 변화하고 있다. 무

척 유명해진 Trail Smelter 판정1)과 이후 Corfu Channel 판결2), Nuclear Weapons 

권고3)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사후적인 구제는 적합한 대책이 될 수 없

으며, 침해국과 피해국을 특정하고 침해유무와 피해정도를 입증하는 것 역시 어렵

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예방과 사전적인 대응의 필요성은 이렇듯 역사적 

교훈과 반성 속에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4)이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예방적 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침해와 인

과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

력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처음부터 

“사전주의원칙”이라는 개념이 승인된 것은 아닌데, 도리어 이에 상응하는 내용들이 

여러 국제조약과 문서들에 포함되었고, 원칙이 주는 공통적 메시지가 자주 노출됨

에 따라 그 위상과 기능이 비교적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다.5)

 1) Trail Smelter Case (United States v. Canada), (1941) 3 RIAA 1905.
 2) ICJ, Corfu Channel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v. Albania) 

(Merits), [1949] ICJ Repports, p. 4.
 3) ICJ, Legality of the Use by a State of Nuclear Weapons in Armed Conflict (Advisory 

Opinion), [1996] ICJ Reports, p. 66.
 4) 우리나라에서 precautionary principle은 사전주의원칙 또는 사전배려원칙으로 번역되고 

있다. 환경법 및 행정법 분야에서 예전에는 사전예방이 자주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사전
배려라는 술어가 정착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법학계에서는 사전주의라는 술어가 훨씬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결국 취사선택의 문제라면, 여기서는 pre’cautionary’라는 술어
에 보다 충실한 사전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5) 다른 국제법상의 원칙이 그러하듯 사전주의원칙 역시 귀납적인 방법에서 출발해서 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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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러 문헌들에서 이러한 사전주의원칙이 독일의 환경정책 내지 환경법에 

있는 사전배려/주의의 원칙(Vorsorgeprinzip)6)에서 영감을 받았다거나 이를 모델로 

삼았다는 설명이 나온다.7) 이 논문은 독일에서 사전주의원칙이 등장 이후에 어떻

게 발전하고 있으며, 국제(환경)법상의 사전주의원칙과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

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보기 위한 것이다. 물론 독일은 EU의 회원국으로

서 EU환경법의 원칙에 따를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 다만, 독일의 사전주의원칙은 

EU환경법상 사전주의원칙과 동일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8) 여기서는 주로 독일 

환경법체계에서 전제하고 있는 사전주의원칙에 대해 개관하고 국제환경법과 비교

함으로써 –무엇보다- 현재의 국제환경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독일법에서 발전시켜온 사전주의원칙 중 

몇몇 내용이 국제환경법에 주는 교훈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국제적 사전주

의원칙의 현재를 이해하고, 우리가(더욱 정확하게는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협상에

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독일법과 국제법은 구조적으로 또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9) 여기서는 독

적인 논증에 의해서 발전하게 된다. 다시 말해 몇몇 조약규정과 관습으로부터 공통의 원
칙이 도출될 수 있는데, 이렇게 추상화된 원칙은 다시 파생원칙으로 확장되고 구체화되
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Pierre-Marie Dupuy & Jorge E. Viñual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UP, 2015, pp. 66-7.

 6) 독일어 Vorsorge는 사전적인 주의 혹은 예측, 예견, 선견지명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
만, 많은 유럽어가 그러하듯 우리말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개념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한
편 Vorsorge와 precaution의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없을지 모르나 독일법상 Vorsorge, 프
랑스법상 précaution 등 모두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들을 법개념적으로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들의 관계와 쓰임에 관한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김은주, “리스크 규제에 있어 사전예방의 원칙이 가지는 법적 의미”, 『행정
법연구』 제20호(2008), 71-2면 10번주 참조.

 7) 문헌에 따라 설명은 다소 다르지만, 독일, 독일 및 스웨덴, 독일, 스웨덴 및 여타 유럽 
국가들을 그 기원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때로 독일이 북해보호를 위한 
1984년과 1987년의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s on the Protection of the North 
Sea)에서 사전주의원칙의 도입을 제안했고, 이것이 다른 조약으로까지 확산되었다는 설
명도 나오고 있다. Meinhard Schröder, “Precautionary Principle”, in: Rüdiger Wolfrum 
(ed.),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UP, 2012, para. 7. 하지
만 각 문헌에 따라 나오는 서술은 다양하고 상이하다. 한편 프랑스 환경헌장상의 사전주
의원칙 역시 국제규범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되고 있다. 전훈, “환경법 기본원칙의 헌법
적 수용: 2005년 프랑스 환경헌장의 내용과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39권 제2호
(2017), 134면. 결국 그 기원이 독일 등의 국내규범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8) 본 논문 III 5 참조.
 9) 확실히 과거에 비해 현재에는 국제법의 정치적 성격이나 느슨한 체계성에 관한 언급이 

자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의 국제법 문헌들에서 이러한 평가는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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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법에서 발전해오고 있는 사전주의원칙을 국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는 점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10) 이러한 전제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사전주

의원칙에서 발견되는 몇몇 요소들이 국제적 사전주의원칙의 발전에 있어 제공해줄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하기 위한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11)

II. 국제적 사전주의원칙

1. 위상과 활용

사전주의원칙은 국제적이든, 지역적이든(특히 유럽/EU), 국내적이든 어떠한 의사

결정, 특히 환경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

는 원칙이다. 이는 과학적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경문제라는 컨텍스트에서 환경파괴나 환경에 가해지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 혹은 예방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

명하고 있다.12) 발생하지 않은 것, 불확실한 것에 대해 미리 대응한다는 점에서 현

재보다는 미래지향적이며, 손해배상이나 복구와 같이 사후적인 것이 아니고, 결과

발생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인식 내지 예측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

다.13) M. Schröder는 이러한 사전주의원칙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하나의 규칙 내지 체계라고 설명하고 있다.14) Dupuy와 Vin ̃uales는 국제환

흔했다. Friedrich Berber, Lehrbuch des Völkerrechts, Vol. 1: Allgemeines Friedensrecht, 
2nd ed., C.H. Beck, 1975, pp. 24 et seq.; Alfred Verdross & Bruno Simma, 
Universelles Völkerrecht: Theorie und Praxis, 3rd ed., Duncker & Humblot, 1984, §§ 40 
et seq. 등 참조.

10) 우리나라에서 사전주의원칙에 관한 많은 문헌들 중에서 국제적 원칙과 국내적 원칙을 섞
어서 논의하는 경우가 있고, 상호관련성 속에서 발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국제법상의 원칙을 국내법의 그것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양 법영역이 가지고 있
는 규범의 밀도, 입법부의 존부를 포함한 권력분립에 있어서의 차이, 해석 등 방법론의 
이질성, 집행력의 존부 등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1) 본 논문 IV 참조.
12) 이러한 조치에는 결과에 대한 적극적 방지가 전제된다. Joachim Scherer & Sebastian 

Heselhaus, “Umweltrecht”, in: Manfred A. Dauses & Markus Ludwigs (eds.), Handbuch 
des EU-Wirtschaftsrechts, 43rd supp., C.H. Beck, 2017, para. 18.

13) 따라서 사전주의원칙을 주의원칙(Vorsichtsprinzip, 의심스러울 때는 안전을 위하도록(in 
dubio pro securitate))로 파악하기도 한다. Michael Kloepfer, Umweltrecht, 4th ed.. C.H. 
Beck, 2016, § 4 para. 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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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법의 원칙들을 예방과 균형이라는 범주로 나누어 사전주의원칙이 예방의 범주에 

속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15) 하지만 어떠한 비교와 범주화가 문제된 원

칙을 구체화하는 데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발전하고 있는 법영역

에서 이와 같은 시도는 특히 선입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지양되어야 

하는 접근방법이다.

때때로 사전주의원칙이 정당화를 위한 근거로서만 기능하는지, 더 나아가 일반

적인 의무로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6) 사전주의라는 목

적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항변뿐 아니라 일반적인 의무로서도 인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의무(obligation)라는 술어가 주는 의미는 늘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사전주의원칙 그 자체를 의무로 받아들이더라도 사전

주의적 조치가 무엇이며 어디까지를 그 범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행위준칙으로서 강제하기 어렵고, 결국 법적안정성 역시 해치게 된다.

사전주의원칙은 이른바 예방원칙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제사회라는 맥락에서 예방원칙은 자신이 관할권에 속하는 지역에서 초국경적 환

경침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17) 1974년 내륙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의 예방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제4조 제4항은 과학적으로 리스크가 입증된 

경우에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18) 그러나 사전주의는 완전

한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한다. 따라서 주로 예방보다는 사전주의가 더 진

보한 형태의 접근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지만,19)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예방원칙 역

시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거나 정의된 바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사전주의원칙에서 다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으

로 원용되고 있기도 하다.

14) Schröder, 앞의 사전항목, para. 1: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part of a system of 
rules designed to guide the decision-making of States towards the goal of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15) Dupuy & Viñuales, 앞의 책, pp. 61 et seq.
16) Antonio Augusto Cancado Trindade, “Principle 15: Precaution”, in: Jorge E. Viñuales 

(ed.),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 Commentary, OUP, 
2015, pp. 407-8.

17) Schröder, 앞의 사전항목, para. 4.
18) “[...] ‘if scientific evidence has established that a serious hazard may be created in the 

maritime area by that substance and if urgent action is necessary.”
19) Trindade, 앞의 주해서 항목, p. 4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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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조약상의 사전주의원칙

국제법학자들, 특히 국제환경법에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은 사전주의원칙이 국제

법상의 원칙이라거나 이미 국제관습법상의 규범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20) 하

지만 이에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고, 무엇보다 이렇게 추상적인 원칙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사전주의원칙이 언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의견들

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대체로 동 원칙이 1980년대를 기준으로 명확화와 구체화

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전주의원칙은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가령 기후변화협약 

제3조 제3호, -해석상-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문, 제7조 (c) 및 제8조 (g), 생물다양성

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제1조 및 제10조 제6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규범

에서 도입된 사전주의원칙은 WTO 규범에서도 발견되는데, 가령 SPS 협정 전문, 

제3.3조 및 제5.7조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21) 이들 각 조약이 담고 

있는 사전주의에 대한 발동요건은 각기 다르다. 가령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리우

선언 제15원칙은 심각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위험(“threats of serious or 

irreversible damage”)이 있을 경우에 사전주의가 발동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제3조 제3항은 리우선언에서와 마찬가지로 심각하거나 회복할 수 없

는 손해의 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완전한 과학적인 확실성의 결여(“lack 

of full scientific certainty”)가 있는 상태를 염두에 두는 한편 지구적 이익을 가능

한 낮은 가격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비용효율적으로(“cost-effective so as to ensure 

global benefits at the lowest possible cost”) 사전주의가 발동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22) 이에 반해 카르타헤나 의정서 제10조 제6항은 단지 적합한(“appropriate”)

이라는 요건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20) Schröder, 앞의 사전항목, para. 16. 회의적인 견해로는 최영진, “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
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51권 제1호(2016), 180-2면 참조.

21)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EC - Measures Conceming Meat and Meatproducts 
(Hormones), WT/DS26/AB/R, WT/DS48/AB/R, para. 124: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deed finds reflection in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 It is reflected also in 
the sixth paragraph of the preamble and in Article 3.3.”

22) 같은 맥락에서 사전주의원칙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CBDR 원칙)과 관련하여서도 의미를 갖는다. 사전주의원
칙에 따른 조치를 발동함에 있어 각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과 기술발전의 상황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Trindade, 앞의 주해서 항목, p. 4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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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문언은 분명하고 명백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실체나 대상을 염두에 

두지 않은 추상적인 합의 내지 절충에 머물러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동 원칙이 

국제법 전반에 걸쳐 혹은 개별 조약들에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상황인데, 설령 원칙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

도 부실한 내용으로 인해 실제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23) 국제법 문헌들, 특히 국제환경법 문헌들 중에서는 사전주의원칙이 여러 조

약을 통해서 관습법화되었으며, 따라서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하지만,24)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사전주의원칙 자체는 의

미 있는 합의라기보다는 도리어 미완의 과제 내지는 분쟁의 소재 정도로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이다.25) 따라서 사전주의원칙은 형성되고 있는 국제법 내지는 구체화

가 필요한 –아직까지- 흠결 있는 규범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동 원칙으로

부터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도출해내기보다는 협상과 집행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하나의 지도원리로서, 동 원칙에 비추어 구체적인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에 대해서 –그때그때- 논의해 보고 합의해야 할 것이다.26)

여러 국제재판소와 중재재판소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어도 사전주의적 접

근(precautionary approach)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요건과 사전주의로부터 나오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

23) Dupuy & Viñuales, 앞의 책, p. 61 등 참조.
24) James Cameron & Juli Abouchar, “The Statu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in: David Freestone & Ellen Hey (ed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 52; Astrid Epiney & Martin 
Scheyli, Strukturprinzipien des Umweltvölkerrechts, Nomos, 1998, p. 125; Arie 
Trouwborst, Evolution and Statu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2, p. 286. ITLOS와 같이 사전주의원칙을 국제법상의 성실
(“due diligence”)로부터 찾는 경우도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64조 및 제116조부터 제
119조 참조.

25) 미국 정부와 –주로- 미국의 학자들은 사전주의의 국제관습법적 성격을 부정하고 있다. 
Joakim Zander, The Applicat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Practice: Comparative 
Dimensions, CUP, 2010, p. 328 참조. 특히 이들은 사전주의원칙보다는 사전주의접근
(“precautionary approach”)라는 술어의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원칙이 가지는 의미는 명
백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접근보다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lexy 교수와 같은 이들은 원칙(principles, Prinzipien)을 규칙(rules, Regeln)과 
구별되는 것으로, 다른 원칙들과 함께 최대한 발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를 두고 최적화의 요청(Optimierungsgebot)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26) 더욱이 우리는 국제법상의 일반적 규범(norms)의 차원을 벗어나지만, 그렇다고 강행규범
(jus cogens)이 아닌 원칙들을 국제법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법론
을 가지고 있지 않다.



∣260∣　환경법과 정책 제20권(2018.2.28)

에 대해서는 명백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ITLOS에서 해양법협약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른바 신중과 주의로 행위할 의무(“obligation to act with 

prudence and caution”)에 대해 승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정도이

다.27)

무엇보다 국제법에서의 사전주의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규정들은 국제법이라

는 느슨하고 비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특히 문제된다. 

비록 원칙(principle)이라는 술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전주의원칙이 

이른바 Alexy류의 원칙론(Prinzipientheorie)에 따라 원칙과 규칙의 구별에 있어 전

자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28) 게다가 조문의 내용이 같더라도 

국제법과 국내법의 방법론 차이는 실제 동 원칙의 실현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불러

일으킨다. 즉, 국제법 이론가들과 실무가들 사이에서 가치지향적(value-oriented) 개

념들을 지나치게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함에 따라 경직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

다.29) 이는 사전주의원칙에 관한 규정들에 내재된 각 요건들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

되도록 하고, 원칙이 조문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규범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물론 국제적으로 보편적 사전주의원칙을 주장하는 이들은 동의하지 못할 것이지

만, 아직까지 사전주의는 환경문제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을 발견시키지 못한 데 대한 하나의 바람 내지 수사에 머물러 있다.30)

Ⅲ. 독일의 사전주의원칙

1. 독일식의 이해

독일에서 사전주의원칙은 침해자 책임원칙(Verursacherprinzip) 및 협력원칙

27) 예를 들어 ITLOS, Southern Bluefin Tuna Cases (New Zealand v. Japan), Order, 
Provisional Measures, ITLOS Case Nos. 3-4, [1999] ITLOS Reports, p. 280, para. 77.

28) 본 논문 각주 25번 참조. Alexy의 원칙론 또는 원칙이론에 관해서는 이부하, “원칙이론
에 의한 헌법재판적 형량: 알렉시(Alexy) 교수의 원칙이론에 대한 비판을 겸하여”, 『법
학논고』(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제46집(2014), 39면 이하 참조.

29) 국제조약의 해석에 있어 사전을 사용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Richard K. Gardiner, 
Treaty Interpretation, 2nd ed., OUP, 2015, pp. 186-189 참조.

30) 박종원, “국제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지위와 기능”, 『법학논총』(한양대학교 법학연구
소) 제24권 제3호(2007), 4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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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perationsprinzip)과 함께 독일 환경법의 세 기둥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31)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 원칙은 정치적 혹은 정책적인 지도원리로서 

1971년 연방정부 환경 프로그램의 일부로 채택된 것이다. 이는 이후에 국제기후변

화법을 포함하여 국제환경법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다분히 환경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 바 있다고 설명된다.32) 동 환경 프로그램은 1976년 증보되

었는데, 여기에 수록된 바에 의하면, 사전주의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환경정책은 당면한 위험의 방어와 이미 진행된 손해에 대한 회피에서 소진

되는 것이 아니다. 사전주의적 환경정책은 이를 넘어서서 자연의 근간을 보

호하고 이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요구한다.33)

이처럼 독일의 사전주의원칙은 위험에 대한 대응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는 원칙

이다. 통상 사전주의원칙에 따른 조치는 환경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아예 중단하

도록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손해야기를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적으로 취

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이라는 사고에서 출발한다.34) 이러한 

조치가 곧 사전주의적 조치(Vorsorgemaßnahmen)이다. 이러한 사전주의적 조치에 

국가기관에 의한 규제나 심사가 해당할 수 있다.35) 물론 국가의 개발계획 등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주의원칙이 적용될 것이다.36)

사전주의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다음과 같이 위험의 단계를 구별하고 있고, 이러

한 구별에 따라 사전주의가 적용되는 양상이 달라진다.

31) Kloepfer, 앞의 책, § 4 para. 2 참조.
32) 김은주, 앞의 논문, 72면.
33) BT-Drs. 7/5684, p. 8: “Umweltpolitik erschöpft sich nicht in der Abwehr drohender 

Gefahren und der Beseitigung eingetretener Schäden. Vorsorgende Umweltpolitik verlangt 
darüber hinaus, dass die Naturgrundlagen geschützt und schonend in Anspruch 
genommen werden.”

34) 사전주의는 위험에 대응한다는 소극적 측면뿐 아니라 가급적 환경에 대한 리스크가 낮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포괄한다. 이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환경영
향평가라고 할 것이다. 조인성,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서의 환경 사전배려”, 『과학기
술법연구』 제23집 제2호(2017), 166-7면; 박경철, “환경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칙”, 『강
원법학』 제22권(2006) 83면 참조.

35) 프랑스에서 사전주의원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다. 전훈, 앞의 논문, 133
면 참조.

36) 이른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지희, “사전
배려의 원칙의 실현도구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향: 독일과 한국 법의 비교를 바탕
으로”, 『법학논총』(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4권 제4호(2017), 5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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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위험(Gefahr)

l 리스크(Risiko)

l 잔여 리스크(Restrisiko)

사전주의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리스크(Risiko)라는 범주를 

상정하고 있는데,37) 이는 개념상 위험(Gefahr)보다 경미하거나 개연성이 낮지만, 소

위 잔여 리스크(Restrisiko)보다는 개연성이나 위험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38) 여

기서 사전주의원칙은 위험과 잔여 리스크 사이에서 존재하는 중간 위험수준(리스

크)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39)

통상 리스크에는 과학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학적인 근거제시

(wissenschaftliche Begründung)와 일정 수준의 과학적 안정성/확실성(Grad der 

wissenschaftlichen Sicherheit)이 요청된다고 설명된다.40) 과학적 근거제시에는 과학

적 증거의 유형, 절차 및 신뢰성 등이 포괄되며, 과학적 안정성/확실성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전주의적 조치에 대한 반론과 의심이 얼마나 제기될 수 있는지의 문

제라고 한다.41)

37) 여기서 리스크로 번역되는 risk 혹은 Risiko는 과학계에서는 위해성이라는 술어로, 경우
에 따라 위험성이라는 술어로도 표현되고 있다. 다만, 경찰법과 환경법 영역에서 외래어
인 리스크라는 말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익준, “환경리스크 관리
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6권 제1집(2015), 154면 2번주.

38) 이렇듯 독일은 위험-리스크-잔여 리스크라는 3단계의 위험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용인할 수 없는 리스크와 용인해야 할 잔여 리스크라는 두 단계를 이용하는 경우
가 있다. 가령 원자력 발전시설의 경우에 시설의 설립허가시부터 이미 리스크가 전제되
므로 위험과 리스크 사이의 구별이 무의미해진다는 논리이다. 즉, 위험과 리스크를 구별
할 척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2단계의 구별만이 사용된다. 따라서 원자력법은 가능
한 모든 위험(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Johanna 
Monien, Prinzipien als Wegbereiter eines globalen Umweltrechts?: Das Nachhaltigkeits-, 
Vorsorge- und Verursacherprinzip im Mehrebenensystem, Nomos, 2014, p. 311.

39) 다만, 위험(Gefahr)에 대한 사전적 대응 역시 사전주의적 조치의 한 유형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위험배려(Gefahrvorsorge)는 위험에 따른 손해가 당시의 지식수준에
서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조치까지를 요구하므로 전형적인 사전주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김현태, “환경법에 있어서 사전배려원칙의 실현”, 『법학논집』(고려
대학교 법학연구원) 제34권(1998), 86-7면 참조. 전형적인 사전주의적 조치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서의 조치만을 의미한다. 위의 논문, 88면.

40) 김은주, 앞의 논문, 75면: “요컨대 리스크에 대한 주장이 쉽게 반박될 수 있어서는 안 된
다.”

41) Monien, 앞의 책, p.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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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발전: 위험방어/보호주의와의 구별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로 마찬가지지만 독일의 환경법은 법체계상 행정법의 한 영

역에 속한다. 행정법에서 바라보는 위험의 개념은 사전주의원칙과는 사뭇 다른 것

이다. 독일 경찰법 내지 질서법상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서는 위험(Gefahr)

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42) 이는 다분히 국가가 발생한 위험 내지 임박한 위험

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는 국가관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43) 구체적으로 위

험은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다면,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실현되는 경우에 존재한다고 설명된다.44) 즉, 발생에 

대한 개연성과 손해라는 것이 위험의 요소가 된다. 단, 위 두 요소는 단순히 병렬

적/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요건은 아니며, 따라서 예상되는 손해가 클수록 발생가능

성의 요청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45)

위험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이론적인 이해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판단하고, 이

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즉, 어떠한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할 것인지 사전

에 인지하기 어렵고, 특정한 현상 내지 조치가 이러한 손해를 야기한다는 양자 상

호간의 관계, 특히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과 입증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전통적

인 질서법에서 이와 같은 위험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단지 

위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로까지 확장되었는데, 적어도 가해/손해에 대한 충분

한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위험탐지 및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

었다.46) 다만, 이러한 위험 개념의 확대가 곧 사전주의원칙의 승인이라고 말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이렇듯 주로 위험에 근거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두

고 보호원칙(Schutzprinzip)이라고 표현한다.47)

환경법과 과학기술법에 있어서 사안과 현상의 복합성과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의 

42) 독일 경찰법에서 위험 개념의 다양화와 리스크에 대한 인식전환에 대해서는 서정범ㆍ박
병욱, “경찰법상의 위험개념의 변화에 관한 법적 고찰: 전통적 위험개념의 작별(?)”, 『안
암법학』 제36권(2011), 99면 이하 참조.

43) 박경철, 앞의 논문, 81면 참조.
44) Rainer Wahl & Ivo Appel, “Prävention und Vorsorge: Von der Staatsaufgabe zur 

rechtlichen Ausgestaltung”, in: Rainer Wahl (ed.), Prävention und Vorsorge, 
Economica-Verlag, 1995, p. 85.

45) 달리 말해 적게 요구될 수 있다. Ulrich Ramsauer, “Allgemeines Umweltverwaltungsrecht”, 
in: Hans-Joachim Koch (ed.), Umweltrecht, 3rd ed., Vahlen 2010, § 3 para. 18.

46) Christoph Gusy, Polizei- und Ordnungsrecht, 9th ed., Mohr Siebeck, 2011, paras. 194-5.
47) Kloepfer, 앞의 책, § 4 para.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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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으로 인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그만큼 어려우며, 그 결과 이러한 입증

과 인과관계의 문제는 일상적인 것 내지는 빈번한 일이 되었다.48) 이것이 바로 사

전주의(Vorsorge)가 전제하는 상황이다. 이는 국가가 지는 보호의무의 확대를 의미

하며, 그만큼 국가가 조기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49) 더 나아가 동 원

칙은 국가의 환경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작위를 요청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50)

이렇듯 사전주의가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기본권에 근거하여 국가

의 의무 내지 책무를 도출해내는 독일의 공법적 이론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관한 기본권에 대해 정하는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의 규정은 국가의 보호의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규범이

다.51) 즉, 이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

임 내지 의무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52) 이러한 태도는 독일 환경법의 근간이 

되었고, 환경법의 발전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를 위험사회

(Risikogesellschaft)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그만큼 불확실성에 대한 국가의 의무나 

과제는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53)

앞서 질서법에서의 위험과 달리 사전주의는 일반공중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의 

보호에 치중한 원칙이다. 문제는 사전주의적 조치라고 해서 아무런 입증이 필요하

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침해적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주의는 현재의 지식수준에 따라 특정 원인제

공 연관성을 긍정하지도 또 부정하지도 못하는 경우에 차단될 수 없는 개연

성 있는 손해를 포섭한다. 따라서 위험이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위험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잠재적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 환경영향과 

손해 사이에 불분명한 인과관계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위험 혹은 잠재적 주의

의 요구만이 존재하는지는 손해발생에 대한 개연성의 정도에 달려 있다.54)

48) Fritz Ossenbühl, “Vorsorge als Rechtsprinzip im Gesundheits-, Arbeits- und Umweltschutz”, 
NVwZ 1986, 161, 163.

49) 단, 사전주의원칙의 근거를 국가의 보호의무에서 찾는다면, 사인 간에 또는 사적 이익을 
위해 사전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현태, 앞의 
논문, 93면 참조.

50) 김홍균,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한계”, 『저스티스』 제119호(2010), 264면.
51) Kloepfer, 앞의 책, § 3 para. 68.
52) BVerfGE 49, 89, 141-2 - Kalkar I.
53) 이는 국가기능이 전통적인 질서유지에서 안전보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현태, 앞의 논문, 84면 참조.



 국제환경법과 독일법상의 사전주의원칙 _ 이일호 ∣265∣

여기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개연성 판단이 이루어지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

되는 경우에 위험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듯 사전주의는 중대한 손해의 우

려가 있지만,55) (1) 특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거

나 (2) 손해발생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원용된다.56) 국제

(환경)법은 주로 전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전주의원칙이 원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57) EU환경법도 이와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58) 손해발생

의 개연성이 불명확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사전주의적 조치를 인정하는 것은 독일

만의 태도이다.

경우에 따라 동 원칙은 독일의 정책적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즉, 독일에서는 환경 대 기술발전이라는 대립관계를 이른바 환경기술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고, 그것이 곧 환경기술의 발전을 견인했는데, 연방정부는 이러한 규

제라는 형식으로 기술을 강제함으로써 이른바 기술기반 사전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고 평가되기도 한다.59)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상황은 개별적 사안이 아니라 사안이 중첩적으로 또 

장기간 발생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른바 누적효과 내지는 누적손해이다.60) 독일 환

경법은 이러한 효과가 기술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통

해 회피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는 국제환경법과 EU환경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54) BVerwGE 119, 329, 332-3 - Nanopartikel: “Vorsorge gegen schädliche Umwelteinwirkungen 
erfasst mithin mögliche Schäden, die sich deshalb nicht ausschließen lassen, weil nach dem 
derzeitigen Wissensstand bestimmte Ursachenzusammenhänge weder bejaht noch verneint 
werden können, weshalb noch keine Gefahr, sondern nur ein Gefahrenverdacht oder ein 
Besorgnispotenzial besteht. [...] Ob bei ungewissem Kausalzusammenhang zwischen 
Umwelteinwirkungen und Schäden eine Gefahr oder ein Besorgnispotenzial anzunehmen ist, 
hängt vom Erkenntnisstand über den Wahrscheinlichkeitsgrad des Schadenseintritts ab.”

55) 김은주, 앞의 논문, 72면; 박균성, “과학기술위험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
구”, 『행정법연구』 제21호(2008), 148면.

56) 즉, 개연성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Kloepfer, 앞의 책, § 4, para. 50 참조.
57) 앞서 다소 살펴보았고, 뒤에서도 국제환경법과 비교될 것이지만, 국제환경법의 관점에서 

특정한 위험이 확인되거나 입증될 수 있을 경우에 주로 예방원칙이, 입증이 불가능하거
나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사전주의원칙에 의하는 것처럼 보기도 한다. Trindade, 앞의 
주해서 항목, p. 422; 최영진, 앞의 논문, 162면.

58) Jan Jans & Hans Vedder, European Environmental Law, 3rd ed., Europa Law 
Publishing, 2008, p. 37.

59) 김은주, 앞의 논문, 72-3면; 김현태, 앞의 논문, 91면.
60) 이는 특히 위험에 이르기 전 단계까지의 손해발생을 예정한 것이다. 이러한 누적적인 환

경위험은 특히 대기오염이나 기후변화 문제에서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영향
과 손해는 누적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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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원칙 혹은 여타의 원칙들에 의해 포섭되는 상황들이다.61) 이들을 비교해보면, 

독일은 예방원칙과 사전주의원칙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사전주의원칙에 의해 다루

되 위험 개념과 보호원칙에 대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현재 독일의 사전주의원칙은 오존층파괴 물질,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른바 환경 호르몬), 유전자변형물질, 전자파, 핵폐기물 등의 

규제에까지 적극적으로 원용되고 있다.62) 국가과제에 대한 재인식, 거버넌스 및 복

지국가에 대한 개념정의가 새로워짐에 따라 사전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은 점차 커

질 것으로 생각된다.

3. 사전주의원칙의 범위 및 한계

물론 사전주의원칙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위험이 존재해

야 한다는 한계를 뛰어넘는 원칙이기는 하지만, 불확정적이라는 특징을 지니며, 동 

원칙의 원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정해둘 수밖에 

없다.63) 특히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단지 ‘관념적’ 인과관계만 존재하는 경

우나 과학적인 근거가 아예 제시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전주의적 조치가 정당화

될 수 없다. 도리어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해당 기술 혹은 조치를 중단시킬 필요성

보다 –비례성의 관점에서- 더 높거나 중요하지는 않은 경우에 동 원칙이 발동될 

수 있다고 설명된다. 이것이 곧 리스크와 잔여 리스크의 구별 문제이다.

이러한 잔여 리스크 개념을 통해 이른바 가정적 리스크는 리스크 개념으로부터 

배제된다. 이는 위험의 정도가 현저하게 낮다기보다는 다른 이익과의 형량을 통해, 

또는 국가개입에 대한 개인의 방어권(Abwehrrecht)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

에서 정당화되는데, 주로 국가의 보호의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64)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여기에는 

61)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환경법에서 예방원칙은 종종 과학적인 입증이 이미 가능
한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인식도 있다.

62) 김홍균, 앞의 논문, 271면 이하 참조.
63) 이러한 이유에서 사전주의를 원칙으로 인정하는 데 비판적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규제를 통해 경제성장과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Schröder, 앞의 사전항목, para. 5.

64) 당연한 것이지만, 사전주의원칙 역시 법치주의라는 한계 속에서 발현될 수 있다고 이해
되며(여인호, “사전배려원칙”, 『경남법학』 제19집(2004), 247면 참조), 사전주의조치의 
필요성 판단은 과학/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의 문제이다(김현태, 앞의 논문, 93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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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원칙에 따른 한계가 따른다는 논리이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를 이유로 사업

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거나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발전을 막는다면, 이는 불합

리한 조치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 중에서 필수적인 조치를 선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

다. 만약 단지 가정적인 리스크만이 존재한다면, 국가는 적합성과 필요성이라는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까지 보호의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6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Kalkar 결정은 리스크와 잔여 리스크의 구별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생명, 건강 및 재산에 대한 손해와 관련하여 입법자는 원자력법(AtomG) 
제1조 제2번과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가능한 한 최선의 위험회피와 리스크에 

대한 사전주의를 통한 허가는 학문과 기술의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실제적으

로 이러한 손해야기적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만 발부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실체적 합리성의 단계를 넘어

서는 불확실성은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

인데, 이는 회피될 수 없으며, 사회상당성이 있는 부담으로 국민 전체가 부담

해야 한다.66)

결국 사전주의원칙에 따른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개연성에 관한 과학적인 

입증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과학적인 근거 내지 기초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67) 다만, 연방헌법재판소의 설명이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닌데, 그 내용은 대

만, 법치주의란 한 가지 단면만을 가지지 않은 복합적인 개념이므로 사전주의원칙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는 유연해질 개연성도 있다.

65) BVerfG, NJW 2002, 1638, 1639 - Mobilfunkanlage.
66) BVerfGE 49, 89, 143 - Kalkar I.: “Was die Schäden an Leben, Gesundheit und 

Sachgütern anbetrifft, so hat der Gesetzgeber durch die in § 1 Nr. 2 und in § 7 Abs. 2 
AtomG niedergelegten Grundsätze der bestmöglichen Gefahrenabwehr und Risikovorsorge 
einen Maßstab aufgerichtet, der Genehmigungen nur dann zuläßt, wenn es nach dem 
Stand von Wissenschaft und Technik praktisch ausgeschlossen erscheint, daß solche 
Schadensereignisse eintreten werden. Ungewißheiten jenseits dieser Schwelle praktischer 
Vernunft haben ihre Ursache in den Grenzen des menschlichen Erkenntnisvermögens; sie 
sind unentrinnbar und insofern als sozialadäquate Lasten von allen Bürgern zu tragen.”

67) Udo Di Fabio, “Voraussetzungen und Grenzen des umweltrcchtlichen Vorsorgeprinzips”, 
in: Max Dietrich Kley (ed.), Festschrift für Wolfgang Ritter zum 70. Geburt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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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다음과 같이 다소 구체화될 수 있다. 즉, 만약 모든 손해의 가능성이 완전히 불

식되지 않았다는 포괄적이면서도 가설적인 명제가 제기된다면, 이 경우에는 곧 잔

여 리스크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러한 가능성이 모든 행위유형에 

대해서 주장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행위가 제약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68)

물론 사전주의원칙에 따른 국가의 규제는 대상이 된 행위를 하는 개인의 입장에

서는 기본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의 침해는 주로 이와 충돌하는 

상이한 기본권적 고려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

전주의적 규제나 조치는 충분한 이유가 소명되고, 그것이 비례성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일부 학설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사전

주의적 규제에 있어 아예 수범자에게 리스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이른

바 입증책임의 전환을 주장하는 것69)은 타당하지 못하다. 사전주의가 과학적 입증

이 어렵다는 점에서 나온 원칙이라는 점과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없다는 점을 입증

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70)

한편 과학적으로 근거가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위험과 효용 사이의 형량에 따라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갖는 경우에 잔여 리스크로서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효용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모든 유형의 리스크 전체를 사전주의적 리스크 개

념에 포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여부에 관한 결정을 입법자의 권한이라고 확인하는 한편 원

전사고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근거들에도 불구하고, 핵에너지의 사용금지는 사전주

의원칙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71)

결국 현재까지 사전주의원칙은 단지 기대되는 이익과 손실 등을 감안하여 비례

성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72) 리스크와 위험 그리고 

Schmidt, 1997, p. 821.
68) Wolfgang Van den Daele, “Zur Reichweite des Vorsorgeprinzips: Politische und 

rechtliche Perspektiven”, in: Joachim Lege (ed.), Gentechnik im nicht-menschlichen 
Bereich,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2001, p. 118.

69) Hans Jonas, Das Prinzip Verantwortung, Insel-Verlag, 1984, pp. 70 et seq.
70) 따라서 일단 과학적 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전주의적 조치를 하는 자가 부담하고, 이

에 대한 반증을 문제되는 행위를 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특히 환경침
해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영향에 대해 탐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
는 것은 타당한 접근이며, 이는 독일과 EU환경법의 태도이기도 하다. Christian Calliess, 
“Vorsorgeprinzip und Beweislast im Verwaltungsrecht”, DVB1 2001, 1725, 1733.

71) BVerfGE 49, 89, 141-2 - Kalkar I. Monien, 앞의 책, p. 307 참조.
72) 박균성, 앞의 논문,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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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와 잔여 리스크의 구별은 현실에 있어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73) 따라서 

형량되어야 할 법익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무리 ‘사전’주의라고 하더라도- 

법익의 정형화가 필요하다.74)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아직까지- 환경성, 재산

권,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포함하는 기본권, 비용편익의 관계를 고려한 효율

성(efficiency)75) 등을 들 수 있는 정도이다.

4.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

지금까지 살펴본 사전주의원칙이 위험 여부와 그 정도에 근거한 것이라면, 여기

서는 (환경)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사전주의원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국

제(환경)법의 맥락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독일에서

는 사전주의원칙에서 파생 내지 발전한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76)

환경 리스크의 특징은 그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과 그 피해를 입는 사

람으로서의 피결정자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있다.77) 지속가능성의 문제란 

주로 한 세대가 한 의사결정이 다른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78) 즉,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사전주의원칙은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자유공간

(Freiraum)을 남겨두어야 하고, 이는 미래를 위한 생활공간, 산업적 발전을 위한 여

력을 위한 비축, 생산성 유지와 향상을 위한 이용자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79)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의 보존 문제뿐 아니라 지역적, 국가적 또는 세계적 지

73) 김환학,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재검토”, 『공법연구』 제40집 제4호(2012), 230면.
74) 위의 논문, 231면 이하 참조.
75) 효율성을 법원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Horst Eidenmüller, Effizienz 

als Rechtsprinzip: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ökonomischen Analyse des Rechts, 5th 
ed., Mohr Siebeck, 2015 참조. 경우에 따라 사전주의원칙이 비용편익성이 있는 조치까지 
제약할 수 없다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다소 퍼져 있다. 이점과 관련해서는 하대청, “사전
주의의 원칙은 비과학적인가?: 위험 분석과의 논쟁을 통해 본 사전주의 원칙의 ‘합리
성’”, 『과학기술학연구』 제10권 제2호(2010), 147-8면 참조.

76) 이를 두고 사전주의원칙의 외연확장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다. 김환학, 앞의 논문, 
227면 참조.

77) 윤익준, 앞의 논문, 157면.
78) 박균성, 앞의 논문, 149면. 물론 여기서 살펴볼 자원경제적 사전주의가 반드시 세대 간 

지속가능성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시대의 사인
과 사인 또는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김현태, 앞의 논문, 91-2면 
참조.

79) Kloepfer, 앞의 책, § 4 para. 46.



∣270∣　환경법과 정책 제20권(2018.2.28)

속가능성도 이 범주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이들을 두고 자원경제적 사전주의

(ressourcenökonomische Vorsorge)라고 말하기도 한다.80) 이는 적어도 과학적 입증

이 어렵다는 점에서는 리스크와 관련된 사전주의원칙과 동일하지만, 리스크에 대한 

대응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효율적 자원이용이 주된 내용이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자원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지

만, 이뿐 아니라 오염을 줄여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것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때때로 전통적 사전주의원칙과 자원경제적 사전주의원칙은 일부 영역에서 명확하

게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 맑은 공기는 그 자체로 자원인데, 대기오염과 온난화는 

환경손해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따금 환경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사전주의가 작동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

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저장 기술이 개발되어 적용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물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리스크 때문에 그 환경영향평가가 대단히 엄격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을 위한 조치가 곧 지속가능성을 해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또 검증이 완전하지 않은 친환경 기술과 접목된 사업이 속속 등장하게 

됨에 따라 ‘환경 대 반환경’이라는 대립적 세계관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가치와 

리스크를 다같이 형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81)

5. EU환경법상 사전주의원칙과의 비교

EEC 시절부터 유럽에서는 ‘사전’적 대응으로서 환경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는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이는 이른바 예방원칙(principle of prevention)이라

는 이름으로 EU의 규범에 편입되었다.82)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성립되면서 사전주

의원칙은 EC설립조약이라는 EU법의 1차적 연원에 포함되었다.83) 현행 EU기능조

약 제191조 제2항 제2문은 예방원칙과 함께 사전주의원칙을 천명하고 있다.84) 다

80) 이는 사전주의원칙을 실현한 것에 따르는 당연하고 논리적 귀결 내지는 사전주의원칙이 
지닌 하나의 다른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김현태, 앞의 논문, 91면; 박경철, 앞
의 논문, 81면.

81) 조인성, 앞의 논문, 186면.
82) 지금까지도 EU에서는 사전주의원칙과 예방원칙을 거의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83) EU에서 환경정책의 변모와 조약의 변천에 대해서는 박덕영, “EU의 환경 관련 입법과정

과 법체계 고찰”, 『법경제학연구』 제10권 제1호(2012), 175면 이하 참조.
84) 사전주의원칙은 오염자부담의 원칙 및 근원에서의 대응원칙(Prinzip der Bekämpfung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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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조약 자체에는 사전주의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은데, 단지 조문으로부터 과학적 증명이 어려운 경우일지라도 과학

적 근거제시가 아예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이다.85) 사전주의원칙은 유럽위원회에서 마련한 2000년 2월 2일 사전주의

원칙에 관한 회람(Communication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에 의해 구체화된 

것으로 설명되는데,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이를 광범위하게 원용함에 따라 이곳에 제

시된 사전주의원칙이 EU의 사전주의원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86)

단지 독일과의 대조를 위한 목적으로 본다면,87) EU법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대

응으로서만 사전주의를 원용하는데,88) 이에 반하여 독일은 위에서 보는 바처럼 자

원경제적 차원에서의 사전주의 역시 인정하고 있다.8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

일에서 사전주의원칙이란 곧 위험과 리스크, 잔여 리스크의 구별을 통해 등장하였

거나 이를 통해 구체화되었다.90) 형식논리와 개념체계적 이해를 지향하는 독일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독특한 것이지만, 이를 두고 지나친 독일식 접근방식이라고 비

판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EU환경법은 이와는 달리 다분히 절차적 

차원에서, 또 단계적 접근을 통해 리스크 평가, 리스크 관리 및 당사자에 대한 정

보제공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91)

한편 독일의 사전주의가 EU법상의 사전주의보다 더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평

가되는데, EU법은 손해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는 때만 사전주의원칙이 원

용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반하여 독일에서는 ‘손해발생의 개연성’이라는 것만 비교

Ursprung)과 함께 EU의 환경정책에 관한 3대 원칙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근원에서의 
대응원칙 역시 사전주의원칙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85) 김두수, 『EU 환경법』, 한국학술정보, 2012, 179면.
86) CJEU, Opinion 2/00, European Court Reports 2001, I-09713 등 참조.
87) 물론 EU는 스스로 환경정책을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회원국은 EU의 여러 규범

들에도 불구하고,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할 자유를 향유한다. 이 두 가지는 –충돌할 가
능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측면이고, 이들에 대한 고려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 이들의 관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는 없다.

88) EU Doc. COM (2000) 1 final.
89) EU법에 있어서 동 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문제이다.
90) Kloepfer, 앞의 책, § 4 paras. 48-50; Ramsauer, 앞의 항목, § 3 para. 20; Andreas Reich, 

Gefahr-Risiko-Restrisiko: Das Vorsorgeprinzip am Beispiel des Immissionsschutzrechts, 
Werner, 1989, pp. 134 et seq.

91) 리스크 평가란 어떠한 물질 또는 행위가 가지는 리스크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리스크 관리는 과학적으로 추론되는 리스크와 해당 물질/행위의 효용 사이에서 –정치적
으로- 형량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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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명료하게 제시된다면, 구체적인 위험의 단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전주의가 발

동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법상의 사전주의 역시 –그 불명확성에도 불구

하고- 대체로 EU식의 사전주의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92)

독일에서와 달리 EU의 사전주의원칙에 있어서는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체 행위나 물질 중 개개의 물질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인지, 전체 또는 몇몇

의 요소들에 대해서지만 개괄적으로 검사를 강제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는 중요

하게 여겨진다. EU에서는 이들의 기준을 2차적 규범들, 즉 규칙(regulations)나 지

침(directives)을 통해서 정하고 있다.93) 이와 달리 독일은 유전자변형 상품에 대한 

것 외에 이러한 구체화된 절차를 적극 원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EU는 사

전주의원칙을 구체적인 규범화와 세분화된 절차를 통해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94)

다만, EU환경법 역시 리스크와 관련된 판단이 비례성원칙에 의한 형량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대한 인식에 서 있고, 이 점에 

있어서는 독일의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95) 단지 독일은 이를 조금 더 

법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법문화적 차이(정

당화의 방법 및 규범화의 방향)가 존재할 뿐이다.

6. 정리 및 전반적 의의

독일에서의 사전주의원칙은 상당히 도그마틱하게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갖는 구체적인 법리를 그들이 발전시킨 체계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적용하려고 시

도한다면, 이는 시사점 도출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그러나 법정책적 관

점에서 독일의 사전주의원칙은 적어도 손해의 발생가능성과 인과관계의 문제 모두

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과 시사점을 갖는다. 만약 과학

적 불확실성이 문제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92) 사전주의원칙에 해당하는 국제조약상의 서술에서 충분하지 않은 입증이나 확실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곧 여기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93) 환경정책 영역에서 이미 국내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침이 규칙보다 더
욱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Rudolf Streinz, Europarecht, 10th ed., 2016, para. 1222.

94) 화학물질에 관한 EU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규칙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REACH 규칙에 관한 개관은 박종원, 
“REACH 규칙과 사전배려원칙”, 『환경법연구』 제31권 제3호(2009), 121면 이하 참조.

95) 박종원, “SPS 협정상의 과학원칙에 대한 국제환경법적 검토”, 『국제법평론』 제26호
(2007), 103-4면 참조(이하 “박종원, SPS”로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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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며, 손해발생에 대한 불확실한 입증 문제는 거의 

늘 공존할 수밖에 없다. 만약 사전주의원칙이 이들 중 일부만 인정한다면, 그 적용

영역은 충분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다.96)

또 독일의 사전주의원칙이 결국 기본권에서 출발하였으며, 그것이 국가의 의무

로 연결되고, 더욱이 비례성원칙이라는 법익형량 혹은 가치형량이라는 모델에 근접

해가고 있다는 점은 국제환경법에 –심지어 우리 환경법과 환경정책에- 그만큼 시

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 사전주의원칙을 국가가 국민에 대해 부담하

는 의무에서부터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또 그 근거로 기본권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주의원칙은 형량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례성 요소 중 사전주의원칙와 밀접한 것은 이른바 리스크와 효용 사이

의 형량이다. 즉, 독일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갖는 리스크와 효용성이라는 것을 상

호간 형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리스크에 대한 개연성은 주로 과학적인 근거

에 의해서 대변된다.97) 즉, 아무리 사전주의원칙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에 

대한 개연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될수록 사전주의적 조치가 허락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또 개연성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경우라도 

해당 조치가 갖는 효용성이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

전주의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전주

의원칙은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무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과 여타의 헌법상

의 가치들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Ⅳ. 비교 및 시사점

1. 도입

사전주의가 유용성을 발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전주의가 발현되지 않는다면, 법령에서 정해진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에 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통상 정당화가 

요구될 수 있다.98)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는 입증이 필요하고, 현대

 96) Birger Arndt, Das Vorsorgeprinzip im EU-Recht, Mohr Siebeck, 2009, pp. 125-6.
 97) BVerfGE 49, 89, 138 - Kalkar I 참조.
 98) WTO에서 인정되는 이른바 ‘예외’는 상당히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만 작동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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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입증의 기능은 주로 과학적 개연성에 맡겨져 있다.99) 사전주의는 이러한 

과학적 입증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이에 반해 사전주의는 사후적인 대응은 

너무 늦거나 사후적 수단에 의해서는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인식

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100) 이는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즉 손해배상이나 

사후적 금지명령보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규제조치를 취하거나 특정 조치

를 유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101) 수많은 규제 속에서 살아가는 국내의 행위자

들에게는 후자의 문제가 중요할 것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또 국가들에 있어서는 전

자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데, 이는 국제법에서 행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이 

많지 않고, 그 형성도 매우 더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논의되는 사전주의

원칙이 국제적 논의에서 줄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사전주의원칙은 비교적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재 국제환경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동 원칙을 근본적이고 자

명한 것으로 승인하고, 이를 국제관습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102) 이는 확고한 승인이나 국내법과의 인터페이스를 얻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

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제법에서의 사전주의원칙은 무척 다양한 형식과 문언을 통해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간략하게 살펴본 바 있다.1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주의원칙

히 GATT 제XX조 등에서 요구되는 이른바 필요성 테스트(necessity test)는 법익균형성
(비례성심사의 세 번째 단계)을 포괄하지 않아 환경적 가치를 제대로(중립적으로) 평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예로서 국제기후변화법상 배출권거래제의 WTO법 합
치성을 따진 문헌으로는 Felicity Deane, Emissions Trading and WTO Law: A Global 
Analysis, Edward Elgar, 2015 참조. 국제법상 필요성 개념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서는 
김민주, “WTO 협정상 비례성원칙의 적용근거”,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2호
(2014), 16-7면 참조.

 99) WTO의 과학원칙 고수에 대해서는 박종원, SPS, 103면 이하 참조.
100) 임선숙,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국가의 예방적조치의무의 근거로서 사전배려의 원칙”, 

『민사법연구』 제23권(2015), 175면.
101) 더욱이 환경침해적 활동을 한 것이 사인이라면, 우리 민법 제750조 등 불법행위법에서 

요구되는 과책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경우
도 있을 것이다.

102) ILC,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2001, Commentary to Art 10 para. 7: “According to the Rio Declarati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constitutes a very general rule of conduct of prudence. It 
implies the need for States to review their obligations of prevention in a continuous 
manner to keep abreast of the advances in scientific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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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동되기 위해서 대체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이 존재해야 한다고 전제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규범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104) 게다가 사전주의

원칙의 발전에 대해서도 대체로 조약문에서 사전주의원칙이 반영된 것들만이 예로

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통상 독일과 EU에서, 특히 독일에서의 사전

주의원칙에서는 특별히 높은 손해와 위험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물론 미미한 

환경침해에 대해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지만, 독일은 다른 

요소들을 평가에 반영하고,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도록 함으로써 사전주의적 조치에 

상이한 이해와 가치가 반영되도록 시도하고 있다. 위에서 제기된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의 인터페이스 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서 국제환경법에도 시사점을 

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분들이 있다.

2. 과학적 입증의 완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주의원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광범위한 모호성을 내재

하고 있다. 사전주의원칙 자체가 모호한 것은 물론이고,105) 리스크 개념, 과학적 

입증과 개연성의 정도 등에 있어 그 추상성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과학적 입증의 완화라는 슬로건이 아니라 이를 얼마나 완화할 것인지 실제로 정하

는 일이 될 것인데, 사전주의적 조치의 요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증이란 무엇인

지가 특히 모호하므로 문제된다.106)

국내법에서 사전주의원칙은 두 가지 영역에서 발동된다. 우선 사전주의원칙은 

규제를 위한 근거로서 작용하고, 이는 사전주의원칙이 가진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전주의는 리스크가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

람들에게 사전적 대응을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후자 역시 규제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금지와 허용이라

는 이분법을 벗어나 침해와 책임이라는 영역에서도 사전주의원칙이 작동할 수 있

도록 한다는 점에서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침해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국제적으로든 국내적으로든 자명한 것이지만, 사전에 행위자가 합당한 

103) 본 논문 II 2 참조. 국제적 사전주의가 가지는 컨텍스트성에 대해서는 하대청, 앞의 논
문, 150면 참조.

104) 기후변화협약 제3조 제3호 및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참조.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
지 않은 경우로는 카르타헤나 의정서 제10조 제6항 참조.

105) 특히 김홍균, 앞의 논문, 281면 이하 참조.
106) 박균성, 앞의 논문, 1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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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하고, 리스크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107) 전자, 즉 규제

에 있어 과학적 개연성의 설명은 곧 국가나 정부의 몫이지만, 후자에 있어서 환경

적 안정성에 관한 개연성 입증은 사업자 등 개인에게 요구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경우에 과학이 수단이 되는데, 환경에만 또는 개인에게만 유리하도록 과학적 근거

제시를 완화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독일의 사전주의원칙 하에서 과학적 근거제시에 대한 기준, 즉 얼마만큼의 

입증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도리어 –줄곧 강조하는 바와 같이- 

사전주의적 조치에 의해 초래되는 침해의 정도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

의 정도를 형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제환경법에서의 사전주

의원칙은 –문언상- 이보다 훨씬 까다로운 요건에 의하는데, 특히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조치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된다. 예를 들

어 독일은 유전자 기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가 가져올 리스크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전주의적 조치가 가져오는 안정성과 경제적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환경법에도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기후변화를 예로 들어 보면, 주로 과학자들로 구성된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 명시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인간

행동 때문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의 일이었다.108) 현재까지

도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109) 이들 중에는 자

연과학자들 역시 포함되어 있다.110) 그만큼 과학적 입증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과학적 근거 역시 과학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며, 입증이란 결국 경향성을 보여

주는 것일 뿐이다.

한편 과학기술 자체도 환경의 시각에서는 위험으로 인식될 수 있다.111) 특히 과

학자 사이에서 논란이 첨예하게 전개될수록 이는 사전주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107) 구지선, “잠재적 오염원인자의 환경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 『환경법연구』 제34권 제2
호(2012), 283면 참조.

108) 이재곤ㆍ박덕영ㆍ박병도ㆍ소병천, 『국제환경법』, 박영사, 2015, 140-1면.
109) 김홍균, 앞의 논문, 273면 참조. 트럼프는 2017년 6월 기후변화의 억제를 위한 파리협정

(Paris Agreement)에 대한 탈퇴를 선언해버렸다. 미국 연방행정부와 일부 산업계는 특히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사기”로 규정하고 있다.

110) Michael Hulme, Why we Disagree About Climate Change: Understanding Controversy, 
Inaction and Opportunity, CUP, 2009 참조. 이 책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
는 현상을 분석한 것이다.

111) 박균성, 앞의 논문, 14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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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포함될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112)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학은 

환경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일방에게 요구되어야 하는 정당화의 책임이라기보다

는 도리어 어떠한 가치나 조치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사회에서 누구에게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면, 그 사람은 큰 어려

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가 일방에게 과학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중

대하고 불합리한 문제일 수 있다.

3. 예방원칙과의 관계 명확화

물론 사전주의원칙과 예방원칙의 구별이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가져온다고 보기

는 어렵지만,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원칙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다소의 차이

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이 두 원칙은 서로가 사로를 배척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없다.113) 예방원칙이란 흔히 

자신의 영토 내지 관할권 내에서의 행위가 다른 국가에 환경적 손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114) 국가가 -국제관습법상115)- 국제사회에 대해 

부담하는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16) 국제적으로 사전주의는 주로 의무

라기보다는 권리 내지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예방

원칙의 실현을 위해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117) 또 사전

주의에 대해서만 더욱 유연한 접근이 허락된다고 전제되지 않는 이상, 이들의 구

별이 반드시 명확할 수 있다거나 명확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또 이들의 관념적 구별이 가지는 모호성 때문에 환경문제의 해결에 악영향이 생

긴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이들의 구별문제는 환경규범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이 두 원칙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또 이들은 각자 어떻게 구체화될 것

112) 위의 논문, 150면 참조.
113) 사전주의원칙을 행정법학자들 혹은 환경법학자들 사이에서 사전배려와 함께 사전예방의 

원칙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사전“예방”으로 칭하는 것은 여기서 다루는 예방원
칙과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박균성, 앞의 논문, 146면 참조.

114) ICJ, Case Concerning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Judgment of 20 April 2010, para. 101.

115) Dupuy & Viñuales, 앞의 책, pp. 58-9.
116) Schröder, 앞의 사전항목, para. 4.
117) ITLO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States Sponsoring Persons and Entities with 

Respect to Activities in the Area (Request for Advisory Opinion Submitted to the 
Seabed Disputes Chamber), ITLOS Case No. 17 (1 Feburuary 2011), para. 1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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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결정된 이후에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118) Sands는 

예방원칙은 사전주의원칙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는 원칙으로 인식되어 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119) 프랑스법을 비롯하여 국내 환경법에서는,120) 또 때때

로 국제적으로도121) 예방원칙을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는 원칙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보인다. 때때로 독일 재난법 영역에서 회피원칙

(Vermeidungsprinzip)이라는 것도 원용되고 있다. 이는 사전주의원칙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이 두 원칙에 대한 구별 역시 이론적으로

는 상당히 수긍할 만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122)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예방원칙이 역사적으로 더 오랫동안 존속하고 있고, 내용

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로 더욱 빈번하게 관철되어 왔다는 점에서 다를 뿐, 

양 원칙 모두 구체화와 개별적 필요에 따른 적응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4.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 명확화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베르겐 각료선언(Bergen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123)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

전주의원칙에 입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전주의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국제적으로도 전반적인 공감대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서로 다른 

118) Monien, 앞의 책, pp. 250 et seq. 참조.
119) Philippe Sands & Jacqueline Pee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4th 

ed., CUP, 2018, pp. 232-3.
120) 전훈, 앞의 논문, 132면; 윤익준, 앞의 논문, 158면 17번주; 박균성ㆍ함태성, 『환경법』, 

제7판, 박영사, 2015, 61면 등 참조.
121) 따라서 국제적 예방원칙 역시 과학적 입증이 있을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야 할 의무가 있다고 관념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74년 토지기반 오염원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협약(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제4조 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만 예방적 조치가 가능
한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 if scientific evidence has established that a serious 
hazard may be created in the maritime area by that substance and if urgent action is 
necessary.”

122) 이기춘, “독일재난법상 회피원칙과 원인자책임원칙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
72집(2015), 470-2면.

123) UN Doc. A/CONF.151/PC/10, Annex I. 동 각료선언은 1990년에 있었던 ECE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의 결과로 도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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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의 조화 내지 분배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될 경우에 이는 예방이라는 

목적을 주로 고려하는 사전주의원칙과 구별될 수도 있다.124)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

전이라는 개념은 미래세대를 위한 오염억제와 자원사용의 유보 역시 전제로 한다

는 점에서 예방적 목적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사전주의원칙 역시 –독일의 자원

효율성에 근거한 사전주의원칙이 그러하듯- 동시대적 분배와 균형을 위한 목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기도 하다.125)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전주의의 관계는 개별 개념이 각각 발전해가면서, 또 

그 발전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126) 

독일의 사전주의원칙 논의에서 이들의 긴밀한 관계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적

으로도 이들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논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국제(환경)법과 비례성원칙?

우리는 비례성원칙이 독일 사전주의원칙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본 바 있다.127) 즉, 동 원칙은 특히 리스크와 잔여 리스크를 구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기서는 다양한 가치들이 형량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국제법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128) 비례성원칙은 정당한 목적(legitimer Zweck), 적합성(Geeignetheit), 

필요성(Erforderlichkeit) 및 협의의 비례성(Verhältnismäßigkeit im engeren Sinne 내

지는 균형성(Angemessenheit)))을 심사하는데, 이는 애초에 ‘국가의 조치와 기본권’

이라는 긴장관계를 전제한 것이다. 국제법에서 이와 같은 네(또는 세) 단계의 심사

가 공식화된 일은 없으며, 형량에 있어서 원용될 수 있는 가치나 이익의 목록이 

124) Trindade, 앞의 주해서 항목, p. 426 참조.
125) Whaling in the Antarctic 사건(ICJ, Whaling in the Antarctic (Australia v Japan), ICJ 

Doc 2010 General List No 148)에서 호주는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
도 종 보호를 위해서는 포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사전주의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어떠한 환경파괴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전통적인 사전주의원
칙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 위 ITLOS의 Southern Bluefin Tuna 사례 역시 멸종으로부
터의 보호에 대해 다루고 있다.

126) Dupuy & Viñuales, 앞의 책, p. 79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만큼이나 빈번하게 이용
되고, 그만큼 ‘남용’되고 있는 개념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

127) 본 논문 III 2, 3 참조. 김현태, 앞의 논문, 89-90면 참조.
128) 이에 대한 찬반의견은 다음 문헌에 정리되어 있다 . E rich  V ran es, “D er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Herleitungsalternativen, Rechtsstatus und Funktionen”, 
AVR 2009, 3 et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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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바도 없다.129) 사전주의원칙이 국제관습법이 되었다거나 되어야 한다고 하

더라도 그 내용, 요건 및 효과를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비례성원칙 역

시 추상적인 원칙만을 수용한다면, 과연 어떠한 효용이 있을지 의문시된다.

기껏해야 이러한 가치가 개별적으로(주로 조약마다) 정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치들 사이에서 구체적 순위를 정하여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문제는 국가들의 합의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의 의사

에 국제법의 구체적 형성을 맡기는 것을 이른바 의사주의라 하는데, 이는 국제사회

에서 인정되는 전통적인 규범화의 수단이다.130) 비례성의 발현여부는 –의사주의에 

따르면- 여전히 개별국가들의 의사(합의와 약속)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현대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이고, 그래서인지 우리는 그 다양성을 최대한 존

중해주는 사회에 대해 좋은 공동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리스크에 대

한 평가와 대응에는 합의와 결단이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 정치적 리더십 역시 발

휘되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가진 다원성은 국내적인 다양성과는 사뭇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곳에서는 엄청난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다. 국제규범

이 형성되기까지 국내에서보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경

험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도 결국 다원성 때문일 것이다.

한편 영역별로 비례성원칙 또는 사전주의원칙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

분야 상호간의 충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견해에 따라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전주의원칙이란 존재할 수 없지만, 개별적 영역에 따라 고유

한 사전주의원칙을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131) 하지만 

영역별로 형성된 규범들이 상호간에 아무런 충돌 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 과연 

영역별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 추상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유의미한 원칙

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132) 더욱이 관할권과 집행력에 있어 차이가 있는 

영역 간의 갈등과 충돌 문제는 좀처럼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133)

129) 견해에 따라 비례성원칙이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에 편입되었다거나 
국제법상의 특정 법분야(특히 WTO법)의 –발전적- 해석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고 주
장되기도 한다. 김민주, 앞의 논문, 18면 이하 참조.

130) 오시진, “국제법상 법실증주의에 대한 소고”,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제4호(2017), 
106-7면 참조.

131) Schröder, 앞의 사전항목, para. 22.
132) 마찬가지로 양자 혹은 다자간의 조약에서 사전주의원칙에 대한 다소의 구체화를 이루었

다고 하여 그것을 곧 당해 영역에서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
기는 어려울 것이다.

133) WTO 규범과 국제법의 타영역 사이의 충돌문제는 규범 사이의 갈등이라기보다는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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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사전주의원칙은 독일의 환경정책에서부터 출발하여 국제적 원칙 내지 지도원리

로 수용되었고, 이후로 다시 국내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발전해오고 있

다.13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원칙은 –그간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불분명

하며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135) 이것이 원칙인지 아닌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동 

원칙은 아직까지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그 때문에 현재까지도 단순히 

개념화된 도구 내지 정당화 및 항변수단 정도에 머물러 있다. 즉, 주로 입증이 곤

란한 경우에 대해 과학적 근거의 요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주의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무엇을 입증해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과학

과 과학자는 모든 과학적 성과가 가설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과학적 입증 혹은 명백한 과학적 근거라는 말은 애초부터 성립되

기 어렵다. 0퍼센트에서 100퍼센트에 이르는 스펙트럼 중에서 어느 단계가 사전주

의원칙을 발동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가? 또 과학적 입증은 국제적 기

준에 의한 최선을 의미하는 것인가, 각국의 경제적인 사정은 어느 정도까지 고려

될 것인가? 이들은 결정하기 무척 어려운 난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과학이 어떠한 객관적 해법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지만, 과학 역시 

정치화되어 있다는 점과 과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국제정치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결국 합의와 양보에 의해서만 사전주의원칙이 구체화될 수 있

고, 이로써 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전주의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독일의 노력과 부수적인 방법

론의 발견이 갖는 의의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아무리 

국내법상의 사전주의원칙이 모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호성의 정도는 국제규

범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에 비하면 현저하게 발전되어 있다는 점에는 주목해야 한

다. 더욱이 독일법상 사전주의원칙은 대원칙 내지 이론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

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주의원칙에 대한 이해

가 가지는 강제관할권과 집행력 때문에 다른 규정이나 가치가 실현될 수 없는 문제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134) Schröder, 앞의 사전항목, para. 1.
135) Zander, 앞의 책, p. 328. Qui hanc scripturam detegit maledi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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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를 위한 논의는 국제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

해 아직까지 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원칙은 어떠한 기준 내지 테스트로서가 아니라 

사상 내지 가치라는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귝내법상 사

전주의원칙에는 비록 흠결이 있고, 그에 따른 비판이 있지만, 이는 이미 수십 년 

간 작동하고 있고, 입법, 사법 및 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떠한 국가의 조치가 사전주의원칙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나 WTO의 분쟁해결기구를 비롯한 국제법상의 사법기

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객관적 평가와 법적용의 문제라기보다는 도리어 국제

사회와 국가가 특정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협력 또는 타협하고, 규범화를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변함없

이 국제법 형성에 있어 주된 행위자이므로 과학적 입증이 가진 경직성을 깨고 환

경을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추구하거나 회원국에 필요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국제규범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사전주의적 조치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주의에 관한 보다 명료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투고일자  2018.01.26.  심사일자  2018.02.05.  게재확정일자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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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der German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Analysis and Comparison -

Lee, Il-Ho*
136)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as gained 

attention among policy makers and ecologists. Although it is well recognized that 

the scientific evidence cannot be perfect and suitable for all kinds of proof 

procedures and that there are sometimes conflicts between the outcomes of 

scientists’ argumentations, the law and regulation request the science-oriented 

explanation in order to justify a certain measure inteded for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However, we have observed that the scientific 

evidence is required mostly only account of the one party who claims that a 

measure in question is or will be environmentally sound. Such a legal requirement 

of science is neither logical, nor rational. For example, where a conflict betwee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national measures fo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is 

concerned, the former seems to request the latter to prove their rationality by 

providing the scientific evidence. However, if a measure for the environment could 

not be scientifically proven practical and effective, this does not mean yet that 

scientists can prove the measure to be not justified any more in the ecologist’s 

perspective. From this viewpoint, we can clearly realize the limit of science and 

the problems of requiring science as a sole credible grou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egins from the recognition of science’s limited 

usefulness. According to this, if a measure is not based perfectly on the scientific 

proof and the risk to be harmful for the environment would be high, the proof of 

risk should not be undertaken completely. Sometimes it could be rationalized to 

take measures where effects on the environment could not be proven at all. The 

 * Research professor, Yonsei-SSK Research Center for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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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has been recognized in some area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hich has been, however, originally developed in German (environmental) law.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precautionary principe (Vorsorgeprinzip) in the 

German law context and to compare it to the principle with the same name 

developed und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bove all, it examines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German style precautionary principle could contribute to the 

discussions on the status and development of the principl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law certainly aims to solve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conflicting interests. For such cases, German law utilizes the proportionality test 

and the balancing of interests. It is, however, doubtful whether this approach is 

possible and practicable also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it could play 

a decisive role in dealing with actual conflicts among the States.

Key words : precautionary principl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limate 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proportion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