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법에서의 자유와 자율성

- 보다 적은 규제에 의한 보다 많은 환경보호? -

박 용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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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번역을 시작하며

본 논문은 저자(Dietrich Murswiek 교수)가 1988년 5월 11일 Universität 

Göttingen에서 행한 부임기념 공개강의의 내용을 가필․수정한 것이다. 즉, 본 논문

이 작성된 시점과 지금과는 약 30년이라는 간극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을 번역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한 학술논문의 가치는 수 백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30년 이란 시간동안 독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선진적인 연구

가 다수 이뤄졌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환경법에서의 자유와 자율성이라

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논증한 본 논문의 가치 및 다극적 법률관계에서의 국가

와 행정청의 개입이 가지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논증한 본 논문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저자가 다극적 법률관계(국가, 환경오염자, 피해자)에서의 국가와 행정청의 

개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자유에 대한 ‘저자의 5개의 테제’를 중심으로 도출하

고 있는 점이다. 자유를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입각하여 다루는 저자의 이

러한 이해는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한 것으로, 자유주의에 입각한 대국가적 자유관

의 대한 의문제기로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본 논문의 핵심적인 주제는 환경법의 이념이나 환경보호라는 정책목표의 실현 

문제에서, ‘자유와 자율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환경정책에서는 

복수의 정책 실현 수단을 조합하여 각각의 방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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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iheit und Freiwilligkeit im Umweltrecht: Mehr Umweltschutz durch weniger 
Reglementierung?”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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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이른바 ‘정책조합’의 유용성이 주장되고 있다. 특히, 정책조

합에서 사용되는 주된 방법에는, ① 규제적 방법, ② 경제적 수단, ③ 자율협정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가운데 ①은 법적 개입을 의미하므로 가장 자유나 자

율성과 동떨어져 있다. 따라서 ②와 ③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자유나 자율성을 존

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그러므로 ③의 자율협정은, 사업자의 

자율적․자발적인 환경보호 대책에 의해 정책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점에서, 가장 

자유나 자율성을 고려한 방법이며,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의 관계에서도 가

장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견해에 의문을 품고 있다. “‘입법자의 개입과 개인의 자유’

라고 하는 양자택일은, 공장설비 충족여부가 대기를 유해물질로 오염시키는 기업의 

자유라고 인식되는 경우와 같이, 환경오염자의 자유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

문에 환경법에서 더 이상 지지될 수 없다. 그 공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자유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것과 같다고 한다. 그러므로 저자는, 종래의 평가

가 국가(입법자)와 사업자(환경오염자)와의 양자 간의 관계만을 전제로, 환경오염에 

의해 손해를 입는 자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환경문제를 

다룰 때에는 국가 / 환경오염자 / 피해자의 3면 관계가 중요하며, ‘국가는 개개인

의 기본권에 의해 보호된 법익을 타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

고 하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전제로, 사전에 정책실현 수단의 평가가 이뤄져

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저자는 종래의 논의가 ‘환경재’를 ‘무상재’로 이해

하고 있는 것이나, ‘환경오염의 자유’를 ‘경제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자유권 이론으

로 설명해 온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환경재’는 이미 

현실적으로 ‘부족재’이며, ‘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보호되어야’할 재화이며, 환경이

용(오염)의 자유는 관련된 유한한 재화를 이용하는 의미에서 행위자유가 아니라 

‘분배참여의 자유’인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와 씨름하는 한 자유와 자율성은 그

다지 실효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법률에 의한 규율을 필요로 하며, 그에 의해 적절

한 범위의 자유 제약을 통해 자유가 보장됨이 명확하게 된다.

저자가 말하는 ‘자유의 변증법(Dialektik der Freiheit)’의 5개의 테제는 다음과 같다.

제1 테제 : 어떤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부자유이다.

제2 테제 : 자유의 제약을 통해 비로소 자유가 가능하다. 즉, 사인에 의한 개입

에 대항하기 위한 자유는, 법률이 이러한 개입을 금지할 때, 그리고 그러한 때에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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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테제 : 자유의 제한은 자유행사 가능성의 조건일 수 있다.

제4 테제 : 분배참여에 관한 자유의 가능성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분배참여에 관

한 자유의 제약이 필요하다.

제5 테제 : 자유의 사실상의 전제조건을 파괴하는 자유가 적절한 시기에 제약되

지 않으면, 자유는 이후 한 층 철저한 자유의 제약에 의해서만 보호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자유관 및 기본권관에 대한 비판은 상당하며, 자유보장과의 관계에서 국

가 특히 입법자에 큰 기대를 거는 점에는 지극히 낙관주의적 관점이란 비판이 제

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서두나 결말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저자의 이

해가, 환경(헌)법학 및 환경정책학에서 종종 보여지는 ‘자유제약적 규범의 폐지에 

의해 자유가 확대된다.’고 하는 낙관론에 대한 의문 또는 비판적 평가로부터 탄생

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셋째, 헌법(환경법)을 추상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 예시로 친밀하게 느끼게 한다

는 점이다. 특히, 본 논문의 집필 계기가 된 당시 강의는 비전문가나 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헌법 및 환경법 이론을 전개함에 

따라, 청자(독자)가 헌법이나 환경법을 실생활로 받아들일 수 있게 친절하게 설명

하고 있다. 

본 논문을 번역을 할 때, 역자가 가장 신경을 쓰고자 한 부분은 의미의 명확한 

전달이다. 이를 위해 직역에만 집착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과감한 의역도 실시

할 것이며, 또한 관계대명사절을 비롯한 종속절을 주절과 분리하여 번역하기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번역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Dietrich Murswiek 교수님과 해외 우수

논문의 번역의 의미를 인정하여 역자에게 기회를 주신 환경법과 정책 함태성 편

집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법과 정책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국문초록>

우리는 누구나 환경오염자이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행하고, 석유로 난방을 하며, 플라스틱용기

로 요구르트를 먹고, 바지를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세탁하고, 우리가 사용한 유연제에 의해 생선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편리함을 그만두고, 가장 검소한 생활로 참고 살아도, 어
떤 방법으로도 환경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는 환경이용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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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났다. 우리는 우리와 독립한 환경의 외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생태계의 일부이

며, 그 작용구조나 생존관계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는 대부분 환경부담(부하, 하중)의 자유이다. 우리가 자유의 실현 가운데 

행하는 것의 대부분이 어떠한 환경 침해적 작용을 하게 된다. 환경의 보호를 담당하는 법 규정은 

환경부담의 자유를 제약하고, 이에 의해 필연적으로 자유 그 자체, 즉 기본법이 제2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각인이 희망하는 무언가를 행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자유로서의 행위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환경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장 무한계로 구상된 행위자유에 대한 광

범위한 제약이 불가결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환경의 법적보호가 보다 포괄적 그리고 보다 완전한 형태로 형성되면 될수록, 점점 많

은 행위영역도 점점 많은 사람이 환경법상의 자유의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환

경보호가 보다 철저하게 되면 될수록 환경이용자에 의한 자유제한은 보다 심각해 진다.
환경의 이용은 인간 자신에게 있어도, 다른 생명체에 있어도, 생태학 상으로 필요사항이다. 환

경이용이 유해하게 되는 것은 생태학 상의 상호관계가 밸런스를 잃게 될 때, 또는 재생 불가능한 

리소스(자원)가 과잉으로 소비될 때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과도한 환경보호에 의한 인간의 생

존기반의 박탈이 아니라, 오히려 과소한 환경보호에 의한 이 생존기반의 파괴이다. 전체주의적 환

경보호 국가에 의한 자유의 부정이라고 하는 이론적 가능성이 오늘날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 황폐가 인간의 자유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환경보호를 보다 훌륭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더욱 국가의 규율이 필요한 것인가? 그
렇지 않으면, 명령이나 금지규범의 완화에 의한 자유를 확대하고, 동시에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높

이는 것이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답변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개의 

환경법규와 복잡하게 관련된 작용분석을 근거로 하여서만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상세

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제기된 문제에 암묵 가운데 포함된 가정, 즉 자유 제약

적 규범의 폐지에 의해 자유가 확대된다고 하는 가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 상기 국문초록의 내용은 역자가 논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혀 둔다.

주제어 : 환경법, 자유, 자율성, 규제, 환경보호

Ⅰ. 서―규제를 대신하는 자율성? 

Ⅱ. 자유와 시민적 법질서 

Ⅲ.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Ⅳ. 집단이익 문제

Ⅴ. 결론에 갈음하여―환경복원법에서 환경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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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규제를 대신하는 자율성?

우리는 누구나 환경오염자이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행하고, 석유로 난방을 하며, 

플라스틱용기로 요구르트를 먹고, 바지를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세탁하고, 우리가 

사용한 유연제에 의해 생선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편리함을 그

만두고, 가장 검소한 생활로 참고 살아도, 어떤 방법으로도 환경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는 환경이용자로서 태어났다. 우리는 우

리와 독립한 환경의 외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생태계의 일부이며, 그 

작용구조나 생존관계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는 대부분 환경부담(부하, 하중)의 자유이다. 우리가 자유

의 실현 가운데 행하는 것의 대부분이 어떠한 환경 침해적 작용을 하게 된다. 환

경의 보호를 담당하는 법 규정은 환경부담의 자유를 제약하고, 이에 의해 필연적

으로 자유 그 자체, 즉 기본법이 제2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각인이 희망하

는 무언가를 행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자유로서의 행위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환경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장 무한계로 구상된 행위자유에 대한 광

범위한 제약이 불가결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는 환경정책적으로 근거한 자유의 제약을 이미 도를 넘어 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최근에 저명한 헌법학자가, 우리가 “모든 자유의 종언을 의

미”할 수 있는 환경사전배려국가(Umweltvorsorgestaat)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염

려를 표명한 것은,1) 환경법의 발전에 있어서 어떤 향방을 그대로 장래에 확대한 

카산드라(Cassandra)의 예언이다. 예를 들어, 독일 산림면적 50% 이상이 오염되어 

있는2) 환경상황을 관찰한 자 또는 동식물의 긴급한 멸종―매일 1개의 종이 사라지

고 있다3)―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자라면, 무엇보다도 현행법에서 그 상황의 원인이 

1) W. Leisner, Umweltschutz durch Eigentümer, 1987, S. 158 ff., insb. 160,166, 180. 
2)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Waldschadenserhebung 

1987. 
3) H. v. Ditfurth, So laßt uns denn ein Apfelbäumchen pflanzen, 1985, S. 132.을 참조. 이

러한 경향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자. 미국 대통령에의 리포트인 “Global 2000”(독일어판 
1980년) 789면 이하에서는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의 50만부터 600만 종의 멸종이 예측
되고 있으며, 이것은 평균적으로 세계에서 하루에 70에서 820개의 종이다. 그렇게까지 
급속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경이적인 독일에서의 발전에 대해서는, Der Fischer 
Öko-Almanach 84/85, 1984, S. 96ff. m.w.N.;/. BUb u. a. (Hrsg.), Rote Liste der 
gefährdeten Tiere und Pflanzen in der BRD, 4. Aufl. 1984; Bundesforschungsanstalt für 
Umweltfragen(SRU), Umweltgutachten 1987, BT-Drs. 11/1568, Tz. 425ff.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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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자의 자유가 거의 무제한적일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되묻게 된다.

하지만 환경의 법적보호가 보다 포괄적 그리고 보다 완전한 형태로 형성되면 될

수록, 점점 많은 행위영역에서 점점 많은 사람이 환경법상의 자유의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환경보호가 보다 철저하게 되면 될수록 환경이용자에 

의한 자유제한은 보다 심각해 진다. 이 상관관계를 극단으로 이끌어 가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모든 환경 부담적 행위의 완전한 금지는 인간의 자유

를 완전하게 배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

존의 기초가 이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 

환경의 이용은 인간 자신에게 있어서, 다른 생명체에 있어서도, 생태학 상으로 

필요사항이다. 환경이용이 유해하게 되는 것은 생태학 상의 상호관계가 밸런스를 

잃게 될 때, 또는 재생 불가능한 리소스(자원)가 과잉으로 소비될 때이다. 하지만 

여기에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이론

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과도한 환경보호에 의한 인간의 생존기반의 박탈이 아니

라, 오히려 과소한 환경보호에 의한 이 생존기반의 파괴이다. 전체주의적 환경보호 

국가에 의한 자유의 부정이라고 하는 이론적 가능성이 오늘날 현실적인 문제가 아

니라, 환경 황폐가 인간의 자유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문제이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행의 환경법에 대해서는 자유를 필요이상으로 제한

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규범의 홍수

(Normenflut)”5)는 환경법의 규율대상을 넘어서까지 넘쳐나고 있으며, 1970년대 초

반에 제정된 많은 법률,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은 환경보호에 있어서 자율적 행동

에 거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형태로, 관계자를 다수의 명령이나 금지 가운데 무

리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6) 환경법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경

제단체는 기업의 결정의 자유가 통제나 규제, 도를 넘은 관료주의에 의해 한층 좁

아지고, 성인의 소비자가 그 소비판단을 통제받게 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7)

4) 이 주제에 관한 일반적인 것으로는, 예를 들면 P.C. Mayer-Tasch, Ökologie und Frei heit, 
Universitas 1986, S. 1200ff. -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 의하면, A. Roßnagel, Bedroht die 
Kernenergie unsere Freiheit, 1983.

5) 예를 들면, J. Isensee, Mehr Recht durch weniger Gesetze?, ZRP 1985, S. 139ff.; F. 
Kirchhof, Normenflut - Dilemma ohne Ausweg?, in: R. Scholz (Hrsg.), Wandlungen in 
Technik und Wirtschaft als Herausforderung des Rechts, 1985, S. 257ff. m. w. N. 참조

6) BDI, Jahresbericht 1977/78, S. 145ff.; 1984-86, S. 131 ff.; Bun desinnenminister 
Zimmermann, Umwelt 2/85, S. 2. 참조

7) 예정되어 있던 플라스틱 용기의 ‘강제디포짓’에 대한 독일 산업연맹(BDI)은 아래와 같이 
입장표명을 했다 : ‘상거래의 자유’와 ‘제품선택의 때의 고객의 주권’이 침해된다 (SZ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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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누구도 현존하는 환경보호 수준을 낮추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

는 새롭게 발생한 모든 환경문제에 대해 입법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한편, 다른 

누군가는 환경보호에 의해 유해한 것이 개개인의 이니시어티브(initiative), 생산수단

의 소유자 책임의식 또는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준비가 더욱 전개될 가능성을 가

질 때라고 주장한다. ‘입법자의 개입’은 ‘개인 자유의 단절’ 및 ‘경제적 역동성의 

단절’로 거부된다.8) ‘규제를 대신하는 자율성’이 질서법적 접근의 대립관점을 드러

내는 슬로건이다.9)

따라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환경보호를 보다 훌륭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더욱 

국가적인 법규정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명령이나 금지규범의 완화에 의

한 자유를 확대하고, 동시에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가? 결론적으

로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답변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개의 환경법규와 복

잡하게 관련된 작용분석을 근거로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상세한 분석

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에 암묵 가운데 포함된 가정, 즉 자

유 제약적 규범의 폐지에 의해 자유가 확대된다고 하는 가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 가정은 일반적으로도, 특히 환경보호에 있어서도 적절한 것인가? 분명히 

자유 제약적 법률이 자유를 제약한다고 하는 것처럼 명확한 것은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근거가 되는 자유의 정의는 올바른 것으로서, 일면적이며 완전한 

것이기도 하다. 이 정의는 현실의 일면밖에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적인 

것과 법적인 것과의 관계는 좀 더 복잡하다.

Ⅱ. 자유와 시민적 법질서

1. 법적규율의 양면성

‘입법자의 개입과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양자택일은, 공장설비 충족여부가 대기

를 유해물질로 오염시키는 기업의 자유라고 인식되는 경우와 같이, 환경오염자의 

26.4.1988) ; 또는 독일 상공회의소연합회(DIHT)의 ‘기업내부의 제품생산제조에의 통제적
인 간섭’이라는 권고(Göttinger Tagesblatt v.12.4.1988)도 있다.

8) Hanns Martin Schleyer 재단은 ‘법의 유인으로서의 기술과 경제의 변화’에 관한 회의의 
초대 팜플렛(1984)에서 그와 같이 기술했다.

9) BDI, Jahresbericht 1982-84, S. 104ff., 113; 1984-86, S. 131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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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환경법에서 더 이상 지지될 수 없다. 그 

공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자유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렸다. 

환경재의 오염이나 이용은, 많은 경우 환경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환

경매체(Umwelrmedien)’를 통해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화력발전소가 굴뚝으로

부터 내뿜는 몇 천 톤의 이산화황은 산성비가 되어 산에 내리거나 먼지와 섞여 우

리의 폐에 들어간다. 중금속이나 공장의 배기가스, 오수 또는 해충박멸제의 잔유물

에서 발생하는 유기화합물을 우리는 매일처럼 식탁에서 먹고 있다. 누군가 환경을 

해함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누

군가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야기하고 만다. 이산화황이

나 질소탄화물의 방출자의 자유는, 산림소유자의 재산침해를 발생시킨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는 적어도 2가지 측면을 가진다. 누군가가 다른 

이의 법익을 침해할 자유를 가지면 그 만큼, 다른 이의 자유는 제한된다. 즉, 사람

은 다른 누군가가 합법적으로 일으킨 침해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환경오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산림소유자는 예를 들어 공장의 굴뚝이나 아우토반의 다리를 티

끌처럼 갑자기 없어지게 할 수 없으며, 광범위하게 산업 환경오염이나 혹은 자동

차의 배기가스에 대한 소송에 의해 관철가능한 방어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누군가가 해도 좋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다른 누군가는 반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

다. 금지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사람은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형태로, 시민의 자유

영역이 국가의 법을 통해 상호 한계 지워져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평화질

서이며 근대국가의 제도적 핵심요소에 포함된다.10) 그러므로 환경오염의 피해자는 

합법적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재산의 손해, 개인적 생활권에의 침해 또는 유해물질

에 의한 신체의 부담을 국가의 법에 기초하여 감수해야 한다. 환경오염의 원인자

가 수임의무자의 법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락하는 만큼, 수인의무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이 수인의무의 내용이다.11) 

나는 피해자의 자유와 가해자의 자유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나의 자유의 변증법

에 관한 제1 테제(These) : 누군가의 자유는 다른 누군가의 부자유이다. 라는 형태

로 요약한다.

10) 일반적인 실력행사의 금지로 발생하는 이러한 수인의무에 대해, D. Murswiek, Die 
staatliche Verantwortung für die Risiken der Technik, 1985, S. 89 ff. m. w. N. 

11) 이점에 대해서는, D. Suhr, Immissionsschäden vor Gericht, 1986, S. 126ff. u. pass.; den., 
Grundrechte in sterbender Umwelt, in: W. Baumann (Hrsg.), Rechtsschutz für den Wald, 
1986, S. 45 ff.,특히 S. 72 f.에 의한 비판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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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적 관련성으로부터 국가의 입법에 대해 무엇이 도출되는가? 국가는 누군

가의 자유와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양립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

한가?

2. 자연상태와 법상태

고전적 국가철학―홉스에서 칸트까지―이 개인의 자유요구의 대립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자유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를 잠깐 되짚어 보자.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공동생활상태를 상상해 보면, 이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무한의, 

이런 의미에서 ‘자연적인’자유, 즉 야생의 자유, 신의 자유가 지배한다. 누구라도 

자신이 바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해도 좋다.12) 이런 ‘자연 상태’13)

에서 약자는 강자 맘대로 행하게 되며, 정직한 자는 솔직하지 못한 자에게 당하고 

만다. 그런 까닭에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는 많은 사람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에

게 예속되는 부자유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자연 상태에서의 무한의 자유와 무한의 부자유는, 시민적 법 상태에서 해소된다. 

어떤 시민이 다른 시민에 대해 어떠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국가의 법에 의해 탄생

한다.14) 이에 자유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시민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감소된다. 왜냐

하면 개개인은 이미 이웃을 억누르는 제약 없는 자유를 가지지 않으며, 국가의 법

률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웃의 법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은 

제3자에 의한 개입으로부터의 자유, 즉 사인의 강제적, 권력적 조치에 대항할 자유

를, ‘자연적 자유’를 법적으로 질서 지워진 자유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즉 ‘자연적 

자유’를 제3자의 법익 보호에 필요한 한도에서 제약하는 것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나의 자유의 변증법에 관한 제2 테제(These)가 등장한다 : 자유의 제약을 

통해 비로소 자유가 가능하다. 즉 사인에 의한 개입에 대항하기 위한 자유는 법률

이 이러한 개입을 금지할 때, 그리고 그런 때에만 존재한다. 

12) T. Hobbes, Vom Bürger. Freiheit, 1. Kap. 10., ed. Gawlick, 1959, S. 82f. 
13) Hobbes, (Fn. 12); Kant, Metaphysik der Sitten, Rechtslehre ? 44, Werke, ed. 

Weischedel, 1964, Bd. 7, S. 430; Kant는 이 개념을 Zum ewigen Frieden, Werke 9, S. 
208f.에서도 사용, 정의하고 있다. 

14) Hobbes (Fn. 12), Staatsgewalt, 6. Kap. 9., S. 135; vgl. auch Kant (Fn. 13), Bd. 7, S. 
430, Bd. 9, S. 209,210,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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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보장의무로서의 기본권보호의무

분명히 현재 우리 환경법상의 문제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자가 

제3자에 의한 개입 금지를 얼마나 의무지우고 있는가이다. 국가의 권력독점 및 법 

정립의 독점에 의한 자연적 부자유의 탈피는, 법률이 어떤 시민에게 다른 사람의 

신체, 생명, 명예 또는 재산에의 자유로운 침해를 허할 경우, 법상태의 차원에서 

새로운 부자유로 귀착한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적 법질서에는 칸트가 아래와 같이 

추상적으로 표현한 실체적 요구가 이루어진다 : “법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조화를 

조건으로 하는 각인의 자유의 제약이다. 다만 그것은 조화가 보편적인 법률에 기

초하여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15) 

제3자의 사적 법익의 침해를 금지하는 시민법에 의해 제약되는 것은, 칸트에 의

하면 자의(恣意)의 자유, 즉 무법상태에서의 ‘야만의 자유(wilde Freiheit)’16)뿐이며, 

그가 설시한 것처럼 ‘이성적 자유’17)는 자의의 자유를 철폐하는 ‘강제법’에 의해 

처음으로 야기되는 것이다.18) 이―정언적 명법에 대응하는― 법률은 자유로운 인

간 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자유, 즉 ‘자의의 자유’의 제약은, 자유, 즉 법률상의 ‘이

성적 자유’를 야기한다고 하는 관점에서도 유효한 것이다. 시민의 자유영역을 상호 

간에 한계지우는 법률―이것은 우선 민법의 규범이지만 공법상의 환경법의 제 규

정이 증가하고 있다―은 칸트적인 이성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그것이 정언적 명법

에 적합할 때 자유 제약적인 것이 아니고 자유 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법률에 대해 어떤 요구가 정언적으로 이뤄지는가에 대해서는, 오늘날 구체적으

로 기본권 및 법치국가적 헌법 원리로부터 명확하게 된다. 기본권으로부터 발생하

는 국가의 보호 의무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19)의 귀결은 다음과 같다 : 국

가는 개개인의 기본권에 의해 보호된 법익을 다른 사람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하

는 것이 의무지워져 있다. 이러한 법익의 충분한 보호는, 법질서가 보호법익에 대

한 명확히 예측 가능한 침해에 대한 보호만이 아니라, 법익의 위태화에 대한 예방

15) Über den Gemeinspruch, Werke 9 (Fn. 13), S. 144. 
16) Werke 9 (Fn. 13), S. 212, ‘무궤도한 자유(tolle Freiheit)’, S. 209.
17) Werke 9 (Fn. 13), S. 209.
18) Werke 9 (Fn. 15), S. 144f.; (Fn. 13), S. 212.
19) BVerfGE 39, 1 (41 ff.) - 제1차 낙태판결; 46, 160 (164f.) - Schleyer 결정; 49, 89, (141 

ff.) - Kalkar 결정; 53,30 (57ff.) - Mülheim-Kärlich 결정; 56,54 (73 ff.) - 항공기소음결
정; BVerfG (Vorprüfungsausschuß), 14.9. 83, NJW 1983, S. 2931 (2932) - 환경오염방
지; BVerfG, 29.10. 87, NJW 1988, S. 1651 (1653) - 화학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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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보호20)를 행할 때에 보장된다.21)

기본권보호의무로부터 살펴보면, 자율적 환경보호라고 하는 수단에 의해 환경법

규범을 대체하고자 하는 규제완화의 절대적인 한계가 발생한다. 건강피해를 발생시

키는 제품제조 프로세스 또는 재산 침해적 환경오염을 금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정보에 독촉되고, 조성금에 의해 장려되거나 환경 부담적 행위의 높은 

비용화에 의해 간접적으로 컨트롤 된다. 자율성을 기초로 하는 환경보호는, 위 예

방의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명령, 금지를 대체할 수 없다.

헌법상의 이유로, 자율성 모델은 기본권에 의해 보호된 개인의 법익에 직접 관

련을 가지지 않거나 혹은 정말 조금밖에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환경법상

의 행위규범에 있어서의 선택지로서 고려될 수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것

은 예를 들면 자연보호법이라고 하는 몇 가지 사항영역이나, 특히 사전배려의 원

칙의 표현인 다수의 규정에 타당하다. 사전배려의 원칙(Vorsorgeprinzip)22)은 특히, 

장래의 환경부담을 준비하기 위한 수용능력―이른바 ｢여지(Freiräume)｣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거의 평가되지 않거나 또는 미지의 리스크(위험)에 대한 안전을 창출하

는 것에 이바지한다.

그러므로, 분명히 환경법상의 보호규정의 핵심요소는 자유롭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미 현행법은 적어도 자율적 해결이 현행 질서법과 동일한 정도

로 실효적인 한, 자율적 해결에 유리한 형태로 규정의 창설에 크게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조건은 환경 정책적 요청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사전배려 원칙의 본질적 

20) 이 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Murswiek (Fn. 10), S. 127-199. 
21)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해, J. Isensee, Das Grundrecht auf Sicherheit, 1983; Murswiek (Fn. 

10), S. 88-287; ders., Die Pflicht des Staates zum Schutz vor Eingriffen Dritter nach 
der Europäischen Menschenrechtskon vention, in: H. J. Konrad (Hrsg.), 
Grundrechtsschutz und Verwaltungsverfah r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Asylrechts. Internationaler Men schenrechtsschutz, 1985, S. 213ff.; ders., Zur Bedeutung 
der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für den Umweltschutz, WiVerw. 1986, S. 179ff.; G. 
Hermes, Das Grundrecht auf Schutz von Leben und Gesundheit, 1987; G. Robbers, 
Sicherheit als Menschenrecht, 1987.을 참조

22) 이 점에 대해서는, B. G. Feldhaus, Der Vorsorgegrundsatz des Bundes-Immissions 
schutzgesetzes, DVBl. 1980, S. 133ff. H.-W. Rengeling, Die immissionsschutz rechtliche 
Vorsorge, 1982; E. Grabitz, Zweck und Maß der Vorsorge nach de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WiVerw. 1984, S. 232ff.; G. Schwerdtfeger, Das System 
der Vorsorge im BImSchG, WiVerw. 1984, S. 217ff.; F. Ossenbühl, Vorsorge als 
Rechtsprinzip, NVwZ 1986, S. 161 ff.; H. von Lersner, Vorsorge prinzip, in: 
Handwörterbuch des Umweltrechts, Bd. II 1988, Sp. 1086ff. m. w.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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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즉 침해최소화 요청23)을 위한 헌법으로부터, 다시 말해 사적 법익의 침

해가 문제로 되는 한 비례원칙으로부터,24) 그리고 그 이외에는 환경부담의 허용량

이 실질적인 이유 없이, 어떤 환경이용자에 환경이용의 경쟁자에 있어서의 배타적 

효과를 가지고 배분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평등원칙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Ⅲ.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어떤 조건 아래에서, 자율적인 환경보호가 보다 실효적 또는 적어도 법적인 명

령․금지와 같은 정도로 실효적일 수 있는가? 이것은 특히 경제학․사회학에서의 물

음이다. 나는 자유와 자율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이

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환경정책에서는 자율적인 환경보호에 의한 법적 환경규범의 대안(대체)으로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실행되고 있다.

(1) ‘경제적 수단’에 의한 환경보호, 특히 올바른 행동을 재정적으로 촉구

하는 것에 의한 것 

(2) 환경이용자의 이니시어티브(initiative) 또는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행한 환

경보호

(3) 국가와 산업과의 관계에서의 규범 대체적 ‘자율협정’에 의한 환경보호

1. 법령을 대신하는 ｢자율협정｣
종종 ‘산업계 협정, 專門協定(Branchenabkommen)’이라고도 일컬어지는25) 국가와 

23) 이 점에 대해서는, Murswiek (Fn. 10), S. 312f., 318; ders., WiVerw. 1986, S. 201 f. 이 
요청이 사전배려의 원칙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대립이 있다. 나의 견해는, 환경오
염방지법에 있어서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의무로부터 이미 그것이 발생하지
만, 다른 견해에 의하면 동법 제5조 제1항 제1문 제2호의 사전배려의 원칙으로부터 조차
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Ule/Laubinger, BImSchG, §5 Rdnr. 4.을 참조

24) Murswiek, WiVerw. 1986, S. 201.
25) 업계협정 일반에 대해서는, J. H. Kaiser, Industrielle Absprachen im öffentlichen 

Interesse, NJW 1971, S. 585ff.; D. Nickel, Abspra chen zwischen Staat und Wirtschaft 
- die öffentlichrechtlichen Aspekte der Selbstbeschränkungsabkommen der deut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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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체 사이의 이른바 ‘자율협정’이라 함은, ‘규범 대체적 협약’,26) 즉 산업계가 

특정의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행위―통례는 특정의 환경오염행위의 금지―를 약속

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대가로서 바람직한 행위를 법적 구속력으로 규정하는 것

을 포기하는 교환거래이다.27)

이러한 협정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기업의 관

점에서 보면, ‘자율적’인 약속의 주된 목적은 규범의 형태로 법적 룰(rule)이 작용

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함에 있다. 예를 들면, 1987년 오존층에 유해한 프레온 가스

(chlorofluorocarbon, 클로로풀루오로카본)28)를 스프레이 캔에 분출제로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가 요구된 시점에, 연방환경장관은 에어졸 산업단체와 ‘자율협정’을 

바탕으로 프레온 가스 사용의 대폭 감소에 대한 합의달성이 가능했다.29) 예전부터 

고문도구를 펼쳐보여 주는 것이 고문의 제1단계였다.30) 오늘날에 환경장관은 법령

의 초안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자율적 승낙(약속)’이 등장한 것이다.

국가에 의한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율협정’은 특히 다음과 같은 메리

트(장점)를 가진다. : 31)

- 법령의 실제 시행을 종종 근본적으로 뒤로 미뤄둠으로 법적분쟁을 회피할 수 

있다. 자율협정은 조속 또는 시간적으로 확정된 이행을 촉진하고, 판단의 안전

성도 확보한다. : 불명확한 법적문제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

Industrie, iur. Diss. Hamburg 1979; G. Hartkopf/E. Bohne, Umweltpolitik, Bd. 1, 1983, 
S. 220 ff., 451 ff.; E. Bohne, Informales Verwaltungs- und Regierungshandeln als 
Instrument des Umweltschutzes, VerwArch. 1984, S. 343 (361 ff.); J. Becker, 
Informales Ver waltungshandeln zur Steuerung wirtschaftlicher Prozesse im Zeichen der 
Dere gulierung, DÖV1985, S. 1003 (1005ff.); J. Oebbecke, Die staatliche Mitwirkung 
an gesetzesabwendenden Vereinbarungen, DVB1. 1986, S. 793 ff.을 참조

26) Hartkopf/Bohne (Fn. 25), S. 223. 
27) 점점 추가적 촉진방법이 투입된다. Hartkopf/Bohne (Fn. 25), S. 226.을 참조
28) G. Vonkemann, Ozon, Fluorchlorkohlenwasserstoffe und das globale Klima, EurUm 

3/1987, S. 2 ff. m. w. N. ; Zwischenbilanz der Enquete-Kommis sion “Vorsorge zum 
Schutz der Erdatmosphäre”, FAZ . 22. 7. 1988.

29) Erklärung der Industriegemeinschaft Aerosole e. V. über die Reduzierung des Einsatzes 
vollhalogenierter Fluorchlorkohlenwasserstoffe (FCKW) in Spraydosen, Schreiben an den 
Bundesminster für Umwelt, Naturschutz u. Reaktorsicherheit v. 13. 8. 1987; dazu . B. 
FAZ . 18. 8. 1987. 

30) F. Helbing, Die Tortur. Geschichte der Folter im Kriminalverfahren aller Völker, I. Bd., 
1926, S. 239, 246; Constitutio Criminalis Theresiana (1769) Art. XXXVIII § 9. 

31) Hartkopf/Bohne (Fn. 25), S. 228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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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는, 산업계 협정의 경우, 특정 기간 내에 그리고 연방영역 내에서의 

이용 전체량의 약 90%의 물질사용의 소멸이라는 환경보호목표의 달성이 산업

계 전체에 목표가 되는 이점을 가진다. 이 때, 어떤 방법으로 이 목표를 달성

하는가, 어떤 기업 또는 기업부분에서 어느 정도 소멸시킬 것인가는 업계에 

위임된다. 

기업에 있어서, 자율협정은 특히 그것이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32) 기업은 자신이나 산업단체가 행정상의 강제조치나 과태료, 또는 형벌의 

위협 없이 언제나 단체가 약속한 것과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계가 ‘자율협정’에 의해 법령 공포를 연기하고자 하는 위험은, 리사이클 병

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의 유지와 관련해 준순되지 않은 협정이 가리키는 것

처럼33)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가 환경보호요구를 공권적으로 규율하는 대신에, 법적구속력이 없

는 ‘신사협정’에 솔깃하게 되면, 정말로 상대방이 신사인가 여부를 엄밀히 심사하

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율협정’의 체결 전에는, 관련된 경제이익의 분석이 성

격분석보다도 확실성을 가지며 협정무시의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지 미지수

이다. 업계의 약속이 이행될―바꾸어 말하면―충분한 정도의 이행 개연성이 법령의 

포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조적 조건이 제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

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협정 내용의 관점에

서 국가와 경제계와의 사이의 본질적인 이익이 일치하는 경우, 예를 들면, 어느 쪽

이든 진행 중인 발전내지 근대화의 프로세스가 가속화되어 촉진되는 경우, 또는 

이익의 차이가 근소해서 경제계가 특별한 경제적 불이익이나 경쟁의 부작용의 발

생 내지 요구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이다.34) 

중간적인 결론으로서, 법적규율에 대한 선택지로서의 자율협정은 사정에 따라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 사정, 즉 이러한 협정의 경제적인 유효성 

조건은, 상대적으로 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32) Hartkopf/Bohne (Fn. 25), S. 226f.
33) Hartkopf/Bohne (Fn. 25), S. 229,456,459; Bundesinnenminister Zim mermann, Umwelt 

Nr. 103 v. 8. 6.1984, S. 17f. 마찬가지로 L. Wicke, Umweltökonomie, 1982, S. 136 은 
배기가스 오염의 소멸에 관한 1971년의 자동차산업이 마찬가지로 준수되지 않는 약정을 
지적한다. 

34) Hartkopf/Bohne (Fn. 25), S. 45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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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의 자기책임

동일한 이유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자기책임, 즉 시민의 환경의식이나 이니셔

티브(initiative)에 호소하는 것은, 점차 한정된 범위에 있어서만, 그리고 특별한 조

건 아래에서만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우리들 모두는 법적으로 제약받는 경우보다 자율적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할 가능

성이 더 클지도 모른다. 우리는 자가용으로 배기가스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대신에, 

철도나 버스, 또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환경에 나쁜 세재 대신에 친환경적 

세재를 사용하고, 스프레이 용기사용을 하지 않고, 알루미늄 캔이 재활용품으로 가

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난방을 2, 3도 낮게 설정하는 등, 이 이외에도 100가

지 이상의 크고 작은 다양한 것이 가능하다.35)

우리들 대부분은 이 가운데 몇 가지를 항상 또는 그때 마다 준수하고 있다. 그

러나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자율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행하지는 않는다. 왜 그럴

까?―환경이 오염물질에 의해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자율적으로 행

할 수 있는 많은 것은, 어쩌면 대부분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헌은 비용이나 그

것 이외의 불쾌한 것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그들에게 무언

가의 장점을 야기하거나, 적어도 단점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습관이 된 행동

을 자율적으로 바꾸고자 함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환경 부담이 적은 제품에 돈을 지출하든가, 광학적인 표백제가 포함되지 않은 

세재로 그만큼 깨끗하지 않는 흰색으로 만족하는 등, 환경에의 부담경감을 위한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에 적극적인 사람들도 다행스럽게 다수 존재한다. 그

러나 적어도 이러한 불이익(단점)이―예를 들면, 친환경 제품의 사용에 의해 건강

위험의 감소 등의―소비자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상응하는 장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수의 ‘이상주의자’만이 환경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이러한 개인적인 희

생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나 시민 대부분이, 이러한 방법에 의해 환경에의 부담이 근본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경우에, 높은 비용이나 쾌적함의 상실을 감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될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결론에 다다른 여론

조사도 있다.36)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해 금전적 또는 

35) 이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R. Grießhammer, Der Öko-Knigge, 1984; M. Gege u. a., Das 
ÖKO-Sparbuch für Haushalt und Familie, 1986; H. Brochen, 1000 ganz konkrete 
Umwelt-Tip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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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희생을 부담할 준비가 되었다고 대답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누구도 그것

을 방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희생을 부담하지 않는 것일까? 일례를 살펴보

도록 하자.

일 년 중에 정해진 일요일에 자동차 운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중요한 공헌의 하나임에는 의문이 없을 것이다. 석유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일요일

에 자동차의 운행금지37)가 명령된 때, 어느 정도 낙원의 고요함이 도로를 점령할 

것인가! 에너지 절약효과 또는 유해물질 감소는 별도로 하더라도, 운행금지에는 보

행자, 뛰어 노는 아이들, 또는 자전거 운전자의 삶의 질과 관련한 특별한 이익이 

결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1980년대에 환경장관 회합의 지지 아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없는 일요일을 제안했던 환경보호 단체와 정치가들

이다.38) 당시, 6월 8일을 자동차 없는 일요일로 선언한 많은 플랜카드에는 “자동차 

없는―그 곳에는 행복이”라고 적혀져 있었다. 물론 이것은 쓸모없는 일이 되었음에 

틀림없으며, 자동차 잡지는 이겨서 우쭐해졌다 : 참가자는 거의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숫자에 그칠 정도로 적었다.39)

그러나 이로부터 자동차 운전자의 압도적 다수가 자동차 없는 일요일에 반대한

36) W. Schulz, Bessere Luft, was ist sie uns wert? Eine gesellschaftliche Bedarfsanalyse auf 
der Basis individueller Zahlungsbereitschaften (Umweltbun desamt, Texte 25/85), 1985; 
H. Kessel, Stand und Veränderung des Umweltbewußtsein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gland und den Vereinigten Staaten (Diskussionspapier IIUG/dp 83/9, 
Internationales Institut für Umwelt u. Gesellschaft des Wissenschaftszentrums Berlin), 
1983, S. 32ff.; SRU (Fn. 3), Tz. 50.

37) Verordnung über Fahrverbote und Geschwindigkeitsbegrenzungen für Motorfahrzeuge v. 
19. 11. 1973, BGBl. I, S. 1676. Sonntagsfahrverbote bestan den am 25. 11. und am 2., 
9. und 16. 12.1973,

38) Umwelt Nr. 74 v. 1.2.1980, S. 65; Nr. 76 v. 25. 4.1980, S. 1 f.; Nr. 77 v. 27.6.1980, 
S. 84 f. 참조. Das Parlament v. 31. 5. 1980에 의하면, ―당시 환경보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연방내무장관의, 1980년 6월 8일을 자동차 없는 일요일이라 선언하는 제안
은, 환경단체, 교회 및 시민운동단체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연방과 각 Land의 제14
회 환경장관회합은 1980년 2월 10/11일에 ‘오늘은 차를 가정에 두고(Heute bleib das 
Auto zu Hause)’라는 표어 아래 행동을 공적으로 실행함을 결의했다. 1980년 1월에 행
해진 EMNID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시민의 79%가 1일이나 그 이상의 일요일에 
자동차에 타는 것을 그만둘 의사가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재실시는 1981년 9월 27일로 
정해졌다. Umwelt Nr. 80 v. 16. 1. 1981, S. 38f.; Nr. 83 v. 22. 5. 1981, S. 3f.

39) 예를 들면, 1980년 6월 10일과 동년 6월 9일자 Die Welt지의 리포트는, ‘자동차 없이는 
부자유다(Atofrei ist unfrei)’라는 코멘트가 붙여져 있다. 연방내무장관이 가리킨 것에 의
하면, 교통량은 그럼에도 약 10% 감소했다. Umwelt Nr. 78 v. 12. 9. 1980, 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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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결론짓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 당일 도로가 보행자의 것이 되는 자

동차 운행이 없는 조용한 일요일이라고 하는 기대는 자율성을 기초로 하여서는 실

현 불가능한 것이다. 개개인은 스스로의 행동에 의해 이 효과를 발생시키기 어렵

다. 자신이 자동차를 차고에 둔 채로 지낸다면, 분명히 유해물질의 배출에 얼마 안 

되는 공헌이 가능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이 같은 행동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자

동차 없는 일요일에 기대된 장점을 우리는 향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일요일에 자동차의 운행을 멈출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며, 일요일에 자동차 

없는 일요일을 찬성하는 데모에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에도, 그들은 이에 의

해 대항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반화하여 말하면, 환경이 집단적 이익으로서 관계하고 있는 경우, 개개인은 그 

개인적 행동을 통해서 환경을 실효적인 방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40) 소비자, 아마

추어 장인, 드라이버 등의 개개인의 환경 보호적 행동은, 그것이 다른 개인 다수의 

동일한 방향과 맞물린 집단행동의 구성부분인 경우에만 중요한 효과를 가진다. 친

환경적 행동에 기대된 효과는 모든 또는 대다수의 시민의 참가가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만 보장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껏해야 그 저지가 문제가 된 환경 부담적 

행동이 원인자에게 중대한 불이익과 결부된 경우, 또는 개개인이 친환경적 행동선

택지에 대해 중대한 이익으로 보답되어진 경우에 이것을 행함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친환경적 행동이 개개인에게 개인적 불이익과 결부되어 지면, 그 행동이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규정되어지지 않는 한, 환경을 위한 개인적 희생을 지불할 

합리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41)

소비자와 마찬가지 내용이 기업에도 적용된다. ― 환경보호를 위한 이익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적극적인 이상적인 기업을 가정해 보자. 그 기업은 배기로부터 

발생하는 특정의 유해물질을 법적인 요구치를 초과하여 정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필터 장치를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한 비용 역시 부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비용은 현재의 수익에서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의 제품은 

심각하게 가격이 오르게 된다. 제품의 가격급등은 이 기업과 같이 이러한 필터장

40) 집단적 이익문제 ―특히, ‘무임승차하는 사람’(친환경적 행위에 의한 플러스 효과는 있지
만, 이에 어떤 공헌도 없이, 뿐만 아니라 갈수록 자기 억제가 없어 광범위한 부담을 야
기하는 제3자에 의한 개개인의 친환경적 행동의 저해) 또는 ‘수형자의 딜레마’―는, 경제
학의 문헌에서 자주 논해지고 있다. 특히, H. Bonus, Öffentliche Güter: Verführung und 
Gefangenendilemma, in: List Forum 1979/80, S. 69ff.; W. Benken, Umweltschutz als 
kollektive Aufgabe, NuR 1987, S. 337ff.를 참조.

41) SRU (Fn. 3), Tz. 60ff. 및 특히 Kurzfassung Tz. 14; Bonus (Fn. 40), S. 86.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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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쟁 기업에 시장점유율을 내주는 결과를 발생시키

고 만다. 이것은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며, 어쩌면 기업의 도산을 초래할지

도 모른다. 그런 까닭에, 기업은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행해야 하는 어떤 사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이러한 필

터장치의 설치가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면, 이 기업은 (국내에서의) 경쟁상황

의 악화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국가적 규율은 개개인이 자

율적으로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을 환경보호를 위해 행하도록 하기 위한 전제조건

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환경보호를 위한 자유의사가 현실적인 유효성의 한계에 그

리고 현실적 가능성의 한계에 충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 제한적 환경법상

의 명령규범은 이 장애를 극복한다.

그러므로 나의 자유의 변증법에 관한 제3의 테제는 다음과 같다 : 자유의 제한

은 자유행사의 가능성의 조건일 수 있다.

3. 경제적 수단에 의한 환경보호

분명히 환경규범에 의한 자유의 제한은 환경보호 투자를 가능케 하기 위한 유일

한 고려 조건은 아니다. 부담회피를 위한 기술에의 투자 또는 환경에 좋은 물질의 

사용으로 친환경 제품에 발생하는 경쟁상의 불리함은 다른 방법으로도 제거될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국가가 친환경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적 또는 

간적접인 조성으로 떠맡는 방법이 있다. 소비자의 행동도 이에 의해 컨트롤 될 수 

있다.42) 본고에서는 이러한 통상의 원인자부담원칙(Verursacherprinzip)과 대립하는 

해결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은 자제하겠다. 다른 가능성은, 시장경제 메카니즘을 환

경보호를 위해 이용하는 것, 즉 비용 또는 이윤에 향해진 자기이익을 환경보호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43)

42) 간접적인 행동 컨트롤에 대한, 이러한 그리고 기타 가능성에 대해서는 Hartkopf/Bohne 
(Fn. 25), S. 194 ff. 

43) 이에 관해서는, 폭넓은 문헌이 있다. 예를 들어, L. Wegehenkel (Hrsg.), Marktwirtschaft 
und Umwelt, 1981; ders. (Hrsg.), Umweltprobleme als Her ausforderung der 
Marktwirtschaft - Neue Ideen jenseits des Dirigismus, 1983; M. Kloepfer, Umweltschutz 
und Wettbewerb, UPR1981, S. 41 ff. ; H. Möller/R. Osterkamp/W. Schneider (Hrsg.), 
Umweltökonomik, 1982; B. Schärer, Ökonomische Wege zur Bekämpfung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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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방법으로 법적규율을 무용하게 할 수 있는가? ‘시장 경제적’해결

에 의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를 개선하는 것은 가능할까?

기본이념은 단순하다 : 대기오염물질, 유독성 배수, 발포 또는 소음에 의한 환경

에의 부담이, 원인자에게 필터나 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모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 친환경적 물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즉 환경 부담을 줄이는 비용을 지

불하는 쪽이 보다 저렴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원인자는 그것이 법으로 정해

져 있지 않았어도, 높은 개연성을 가진 비용이 저렴한 즉, 친환경적인 선택지를 선

택하게 된다. 이것은 기업에 있어서 특정 필터의 설치를 명령한 변칙적 법규범보

다도 광범위한 선택의 자유를 의미한다. 기업은 환경보호 투자를 행하는 것이 기

업에게 보다 바람직한가, 아니면 오래된 장치를 아직도 일정기간, 오염방지 기술 

없이 작동시키고 그 후 정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할 수 있다. 비용의 압

박이 충분히 크다면, 환경보호 실효성의 장점은 명령이나 금지의 도움을 받아 얻

는 것보다도 훨씬 큰 것이 된다. 특히, ―현행의 질서법과 달리―기업에게 환경부

담의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술이나, 친환경적 제조공정․제품을 발전시킴에 따른 경

제적 인센티브가 야기된다.44)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이 기본이념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결함을 가진 상이한 모델이 거론된다.

Luftverschmutzung in den Vereinigten Staaten - Offset Policy, Bubble Policy, Emission 
Banking, ZfU 1982, S. 237ff.; Bundesminister des Innern, Bericht über den Einsatz 
marktwirtschaftlich orien tierter Instrumente in der Luftreinhaltung, Umwelt Nr. 104 v. 
24. 7. 1984, S. 13ff.; G. Feldhaus, Marktwirtschaft und Luftreinhaltung, DVBl. 1984, S. 
552; A. Endres, Umwelt- und Ressourcenökonomie, 1985; P. Kothe, Einfüh rung 
Ökonomischer Instrumente in die Luftreinhaltepolitik, ZRP 1985, S. 145ff.; C.-D. 
Spranger, Mehr Umweltschutz durch Marktwirtschaft, Um welt Nr. 7 v. 15. 11. 1985, 
S. Iff.; H. Bonus, Ökologie und Marktwirtschaft Ein unüberwindbarer Gegensatz?, 
Universitas 1986, S. 1121 ff:; H.-G. Hof mann, Rechtsprobleme marktwirtschaftlicher 
Modellösungen zur Reduzierung der Schadstoffemissionen, in: Rechtschutz für den Wald 
(Fn. 11), S. 75ff.

44) 분명 현행법은, 그 당시의 ‘기술수준’에 의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전배려를 요구함으로
써, 환경보호를 추진하고자 하지만, 기업은 새로운 비용이 드는 환경보호 투자 의무가 
지워지는 경우, 기술수준을 보다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친환경 테크놀
로지의 개발을 위한 자극은, 여기에서는 ‘환경보호기업’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통합적 환경보호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후처리기술(End of pipe 
technology)’을 촉진한다. 예를 들면, Endres (Fn. 43), S. 6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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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담권한(오염배출허가증)의 사유화

어떤 모델은 환경이용이나 오염에 관한 허가증(Zertifikat)의 도입에 의한 환경오

염의 권한(오염배출허가증)의 사유화를 도모한다.45) : 대규모 배출자는 특정 유해

물질의 배출량과 관련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오염배출

허가증을 가져야만 한다. 배출량 감소에 의한 배출방지의 의무가 발생한다. 시장경

제상 중요한 점은 이런 허가증의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배출권거래)이다. 허가증 

자체가 희소하기 때문에, 배출허가증 소지자는 경우에 따라서, 업무를 확대하거나 

시장에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대가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

므로 기존 기업에게는 환경 부담을 줄이거나 오래된 설비의 조업을 하루 빨리 정

지하는 것이, 이로써 불필요하게 되는 허가증의 매각을 통해 얻게 되는 금액보다 

소액인 경우,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진입 기업의 경우, 

허가증의 구입을 가능한 한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이 가능하게 되며, 처음부터 환

경부담을 줄이는 것에 중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2) 질서법의 틀 속에서의 유연성(flexible) 있는 상계해결 

본고에서는 허가증 모델의 일체의 변종(variation)을 깊이 파고들기는 어렵지만, 

허가증 없이, 질서법의 틀 속에서 다양한 공업설비에의 환경보호 투자 간에 상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판단에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모델이 있음을 거론

하고 싶다 : 어떤 설비에 환경부담 방지를 위해 규정 이상의 것이 행해지거나 어

떤 설비의 조작이 신속하게 정지된 경우에는, 이를 다른 설비에 이용할 수 있는 

‘쿠폰(Gutschrift)’이 제공되고, 다른 설비는 그 시점에서는 상당히 낮은 기준(요구)

을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하여, 환경보호 효과에 무리 없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45) 허가증 모델에 대해서는, Bericht des Bundesinnenministers (Fn. 43), III.; T. H. 
Tietenberg, Transferable Discharge Permits and the Control of Air Pollution: A Survey 
and Synthesis, ZfU 1980, S.477ff.; H. C. Binswanger, Emissionsrechte als Erweiterung 
der Eigentumsordnung, in: Wegehenkel (Fn. 43, 1981), S.87 ff.; H. Bonus, 
Emissionsrechte als Mittel der Privatisierung öffentlicher Ressourcen aus der Umwelt, 
ebd. S. 54ff.; H. Mül ler-Witt, Der “Pollution-Rights Ansatz” und seine Auswirkungen 
auf die ameri kanischeLuftreinhaltepolitik,ZfU1981,S. 371 tt.;K. R. Kabelitz, 
Nutzungslizen zen als Instrument der Umweltpolitik, ZfU 1983, S. 153ff.; ders., 
Eigentums rechte und Nutzungslizenzen als Instrumente einer ökonomisch rationalen 
Luftreinhaltepolitik, 1984; A. Blankenagel, Umweltzertifikate - Die rechtliche 
Problematik, in: E. M. Wenz/O. Issing/H. Hofmann, Ökologie, Ökonomie und Recht, 
1987, S. 71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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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저렴한 가격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은 설비가 동

일한 ‘작용영역’을 가지는 것이다.46)

(3) 환경개선부담금

다른 가능성으로서는 환경개선부담금(Abgaben)에 의한 해결이 강구될 수 있

다.47) 환경의 부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만, 그것은 환경부담을 방지

하는 즉, 방지기술을 이용하고, 환경에 좋은 물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환경부담적 

활동을 완전히 단념하는 것에 대한 충분히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성립할 정도

로 고액이어야 한다.

Ⅳ. 집단이익 문제

1. 경제적 수단과 국가에 의한 강제

이와 같은 환경보호에 대한 ‘시장 경제적’방법의 다양한 경제․법학적 제 문제는, 

상당히 범위가 넓다. 본고와 관련된 경제적 수단은 자율성이나 환경보호에 관한 

개개의 책임을 바탕으로, 결국 질서법적 방법과 마찬가지로 거의 기능하지 않는다

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경제적 수단은, 그것이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실상의 강제에 의한 것임에도, 행위가능성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경우에만 

46) 상계해결에 대해서는, Bericht des Bundesinnenministers (Fn. 43), IV.; Feldhaus (Fn. 43), 
S. 554f.; Schärer (Fn. 43); G. Feldhaus/H. Ludwig/P. Davids, Die TA Luft 1986, DVBl. 
1986, S. 646 (650). ― 1986년의 대기오염방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TA Luft)은 
Nr.4.2.10에서 오래된 설비의 개선에 대해 상계 가능성을 정해, Nr.2.2.1.b에 있어서 한정
된 한도 내에서이지만, 환경오염치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행해진 새로운 설비허가의 틀 
속에서의 상계가능성도 규정하고 있다. 

47) B. S. Frey, Umweltökonomie, 1972, S. 15 ff.; M. Kloepfer, Umweltschutz durch 
Abgaben, DÖV 1975, S 593 ff.; H. Siebert, Analyse der Instrumente der Umweltpolitik, 
1976,S.21 ff.; K. R. Kabelitz/A. Köhler, Abgaben als Instrument der Umweltschutzpolitk, 
1977; Hartkopf/Bohne (Fn.25), S.197ff.; D. Ewring/F. Schaffhamen, Abgaben als 
ökonomischer Hebel in der Umweltpolitik, 1985; K. Meßerschmidt, Umweltabgaben als 
Rechtsproblem, 1986; K.-H. Hansmeyer, Abgaben und steuerliche Instrumente der 
Umweltpoli tik - Wirkungsweise, Erfahrungen und Möglichkeiten, ZfU 1987, S. 251 ff.; 
J. Walter, Ein (erneuter) Vergleich von Abgaben- und Zertifikatslösungen im 
Umweltschutz, ZfU 1987, S. 19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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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한다. 그러나 경제적 모델의 불가결한 기능조건으로서 이러한 경제적 강제는, 

시장자체에 의해서는 야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국가법이 ‘시장 경제적’ 환경보

호를 위한 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것은 환경에 관련된 행위를 직접적으

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새로운 명령이나 금지에 지나지 않

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고권적으로 규율된 것이며, 게다가 허가증모델은 고권적인 

규율 없이는 불가능하다 : 적어도 허가된 배출의 전체량은 정해져야 하며, 나아가 

감소율도 확정되어야 한다. 경제적 수단 역시 컨트롤 또는 ‘관료지배’ 없이는 기능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경제적 수단은 편의적인 질서법과 비교하여, 기업의 판단여지를 

현저히 확대시키고 있다. 그로 인한 문제해결의 유연성은, 자유의 이익으로서의 효

과를 발생시킨다. 이에 대해, 질서법상의 비한정적 자유와의 비교에서는 경제적 수

단에 의한 간접적 행위 컨트롤도 기업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환경보호에서 항상 시장 경제적 해결에 가세하는 경제계 측에서는 특히, 환경개

선부담금이 비시장경제적 수단으로서, 그리고 국가의 강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비판

되어진다.48)

2. 공공재로서의 환경재

이러한 비판의 출발점은, 환경이용을 위해 지불해야 할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기초한 시장에서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정이다.49)

그러나 대기 또는 물이라고 하는 공공재의 이용이 문제로 될 때, 도대체 누가 

그것을 요구하고, 누가 그것을 공급하는가? 수요자는 환경이용자, 즉 유해물질 배

출 등의 원인자이며, 공급자는 그 이용이 문제로 된 환경재를 법적으로 분담하는 

누군가이다. 대기의 사적 소유는 불가능하며, 말하자면 사물의 본성에 기한 집단적 

이익이 문제로 되기 때문에, 공공의 대표자로서 국가만이 대기 이용에 대한 가격

결정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마찬가지로 물의 사적 소유가 명백하지 않다고 해

도 토지사유와 결부되어 어쨌든 가능하지만, 물의 관리라고도 말할 수 있다. 역시 

토지의 경계에 머무르지 않는 흐르는 물의 환경문제는, 사적소유권의 레벨에서 해

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50) 

48) 예를 들면 BDI, Industrie und Ökologie, 1984, S. 15; BDI, Jahresbericht 1984-86, S. 
137f.: 투자능력에의 침해가 된다.

49) 예를 들면, Wirtschaftswoche v. 12. 10. 1984, S.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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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자신에게 속하는 것이 아닌 재화의 이용에 있어서 권리자에 의해 대가가 

청구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자명한 진리이다. 그 재화의 이

용을 어떤 가격으로 제공하는가에 대해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상황도 지

극히 시장경제에 적합하다. 문제는 국가가 공적인 환경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격 설정의 ‘통상의’ 조정―다른 제공자와의 경쟁―을 배제하는 독점적 지위뿐이

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적수단, 즉 환경개선부담금의 선택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

라, 그 기초가 고려의 대상이 되는 환경재의 불가분이라는 점과 사적 소유의 가능

성이 없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시장 경제적 가치형성은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여

전히, 환경개선부담금의 법정에 의해 계획되어진 행위유도는 직접적으로 행위를 향

한 명령․금지보다도 훨씬 시장 경제적 자기통제 메카니즘에 가깝다. 왜냐하면, 가격

형성 이외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시장 경제적으로’기능하기 때문이

다.51) : 누구도 유해물질용 필터를 설치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지만, 필터의 설비투

자비용이나 가동비용이 필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부담에 대한 환경개선부

담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소요되는 가격보다도 저렴한 경우에는 필터를 설치하게 

된다.

모든 생산자는 그들 자신에게 가장 비용이 들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친환

경적 행위에의 인센티브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환경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징수한 자금을 해악의 제거, 조정조치의 책정, 환경에 좋은 대체방안의 연

구촉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 자체가 환경부담적 또는 중대한 환경부담의 

것으로 생산된 제품은 지극히 고가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러한 제품을 가능

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또는 보다 환경부담이 적은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성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것은 보다 환경부담이 적은 제품의 시장기회(Marktchancen)를 확

대한다.

당신이 슈퍼마켓에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이것을―적어

도 내 생각에는―자신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 제한이라든가 또는 ‘관료제적 참견’이

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공적인 환경재의 사용에 대해 지불해야 하

는 경우, 이 지불 의무는 ‘형벌과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된다.52) 이 목적을 위해 굴

50) BVerfGE 58, 300 (329) - Na?auskiesung. 
51) Endres (Fn. 43), S. 27. 
52) BDI (Fn. 48,1984); R. Rodenstock(BDI 회장), Wirtschafts dienst 1984, S. 167: ‘과태료로

서의 성질’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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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이나 배수구에 측정기를 설치하거나 국가의 직원에 의해 검침이 이루어지거나 

하면, 이것은 감시 국가적 관료지배라고 불려지게 된다.53) 

환경개선부담금이 이처럼 비판되는 경우, 이 비판은 현행법의 형식을 특징 지우

는 듯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를 중지하는 것이 시장 경제에 적합하고, 자유주의 

공화국에 어울린다는 근본적인 오류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왜 환경재의 무

료이용이 시장경제에 있어 불가결한 것이 될까? 사실은 완전히 반대이다 : 환경부

담이 공공에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일반에 널리 알려

져 있다. 독일에서 환경침해의 비용은 연간 1000억 마르크를 넘는다고 한다.54) 이 

숫자는 1981년의 독일 주식회사의 수입총계의 13배이다.55)

경제학의 용어에서 이것은 제품의 ‘외부비용(externe Kosten)’이라 하는데, 물론 

우리의 환경 오염적 소비행동의 외부비용이기도 하다.56) 예를 들어, 화력발전에 의

한 에너지 생산, 철강생산 또는 화학제품이 가진 환경 오염적 결과나 그로부터 발

생하는 비용은, 현행법에서는 그 대부분이 그리고 많은 영역에서 완전히, 일반시민

에게 전가되어 있으며, 일부에서는 산림소유자라고 하는 특정 주민그룹에 전이되어 

있다. 문제로 된 것은, 생산자는 부담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제품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있는가 아닌가와 관계없이, 부담해야 하는 생산 비용이다. 

일반시민에 의한 외부비용의 인수는 경제적으로 보면, 환경부담 행위의 조성과 다

름이 없다.57) 그리고 이러한 조성은 그것이 기업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보다도 바람

직하다 하여도, 이미 시장경제의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 메카니즘의 본질적인 

요소는 판단권자가 스스로―자원을 요구함으로써, 즉 환경재에 부담을 주는 것에 의

해―야기한 [환경재의] 결핍상태를 비용으로서 부담한다고 하는 점에 있다.58)

생산이나 다른 환경부담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결과비용을 환경개선부담

금의 도움을 받아 내부화59)하는 것이 드디어 다시 시장 경제적 자유의 기초조건, 

53) 예를 들면, Rodenstock (Fn. 52), S. 168, 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의 사이에서의 
‘관료에 의한차이’를 비판한다.

54) L. Wicke (Fn.47), S.9ff., zusammenfassend S. 122 ff., m.w.N. SRU (Fn. 3), Abschn. 
1.4.2, insb.Tz. 228.

55) Wicke (Fn. 47), S. 130.
56) ‘외부비용(외부효과)’ 또는 ‘사회비용(사회효과)’에 대해서는, 특히 K. W. Soziale Kosten 

der Markwirtschaft, 1977; 나아가 B. Bonus (Fn. 40), S. 85ff.; Endres (Fn. 43), S. l0ff. 
57) L. Wegebenkel, in: ders. (Fn. 43, 1983), S. 221; vgl. auch H. Sendler, Wer gefährdet 

wen: Eigentum und Bestandsschutz den Umweltschutz - oder umge kehrt?, UPR 1983, 
S. 33 (41). 도 참조

58) Endres (Fn. 43), S. 3 ff.,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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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모든 시장참가자의 경쟁기회의 평등을 만들어 낸다. 즉 외부효과의 사회화는 

경제적 경쟁에 있어서 친환경 제품이나 친환경 생산을 하는 기업이 가지는 가능성

을 현저히 저해하게 된다.60)

분명히 환경개선부담금의 결과, 국제적 경쟁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극복 불가능한 

장애가 아니다.61) 

3. 자유와 분배참여

공적인 환경재의 이용62)은 공공재의 분배에 참여하는 것(Teilhabe)이다.63) 환경

이용의 자유는 그 성질상, 분배참여의 자유이다. 행위의 자유와 분배참여의 자유와

의 사이의 해석학상의 차이는 잘 알려져 있다 : 행위의 자유에 대한 국가에 의한 

제한에는 근거가 필요하며, 한정적으로 밖에 허락되지 않음에 대하여, [분배참여의 

경우] 원리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분배참여의 제한이 아

니라 오히려 분배참여의 요구이다. 분배참여와 관련된 재화는 유한성을 가지기 때

문에, 무한정의 분배참여는 있을 수 없다.64) 

이에 대해, 환경오염의 자유는 지배적 헌법학설에서는 경제적 활동의 자유, 직업

59) 이 점에 대해서, B. A. Endres, Die pareto-optimale Internalisierung externer Effek te, 
1976; H. Bonus, Neues Umweltbewußtsein - Ende der Marktwirtschaft?, List Forum 
1977/78, S. 3 (15ff.). 

60) 예를 들면, B. Endres (Fn. 43), S. 28. 
61)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본고에서 기술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그 출발점은, 

외부비용의 내부화가 결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본다면 제품의 조성이며, 이에―가치
판단으로 본다면―, 국가 A에 있어서 환경보호가 아니라, 국가 B에 있어서 환경에 유해
한 생산방법에 대한 조성이 경쟁의 왜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인식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밖에 일부는, 경쟁문제는 종종 기술되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
의 일치도 보여진다. 이 점에 대해서는 Wicke (Fn. 47), S. 146f.

62) 공공재의 경제학적 이론에 대해서는 Bonus (Fn. 40); Wicke (Fn. 33), S. 38f. 
63) 따라서, 이것은 재산권자나 기타 이용권자에 의한 사유재산에 포함된 환경재의 이용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이에 의해, 사유재산에 포함된 환경재(농업경영상 이용 
가능한 토양, 야생 생물의 생식 공간 등)가 동시에 ‘보호 가치있는 공동재산’임이 부정되
는 것은 아니다. Sendler (Fn. 57), S. 42.을 참조.

64) 예를 들면, R. Breuer, Grundrechte als Anspruchsnormen, Festg. BVerwG, 1978, S. 89ff.;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1, 2. Aufl. 1984, S.933 ff. 
m. w.N을 참조; 또한 D. Murswiek, Grundrechte als Teilhaberechte, soziale Grundrechte, 
in: Isensee/Kirchho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V. 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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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발로라고 간주되고 있다.65) 이것은 순수하게 법 기

술적으로 생각하면 타당하다. 그것은 누구나 대기 또는 물을 인간의 환경이용의 

과잉이용으로 ‘부족’하게 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환경재가 여전히 

경제적으로 ‘무상재(freid Güter)’―즉, 무료로 오염되고, 이용될 수 있는 재화―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올바름이다.66)

한정된 양의 재화가 과잉이용에 의해 사용불능이 되면, 이 재화의 이용에 대한 분배참

여의 자유는 분명히 종료를 맞이하게 된다. 살해된 젖소로부터는 우유를 짜낼 수 없다. 

이론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해야 할 것이다 : 젖소로부터 우유를 짜낼 자유의 가능성

은, 젖소가 존재하여 죽지 않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건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부족’재는, 법적으로도 이미 ‘무상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

다. 국가는 공적인 환경재를 법적규율에 기반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실제로 이미 분배참여가 이뤄졌지만, 법적으로는 행위자유로 간주된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의 것으로부터 나의 자유의 변증법에 관한 제4 테제

가 탄생한다. :

분배참여의 장(場)의 가능성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분배참여에 관한 자유의 제약

이 필요하다.

한경이용의 자유의 제한은 그것에 대응하는 분배참여 요구가 기본법으로부터 도

출될 수 있는 경우에, 헌법상의 한계를 드디어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의 파괴가 저지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의 분쟁도 규율되어

야 한다. 한정된 양의 재화의 이용을 둘러싼 많은 이용이익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그 분배참여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자유를 희생하여 과도하게 확대하

지 않도록 이용권한의 분배와 할당에 관한 법적규율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자

유는 공정한 분배의 문제, 즉 평등의 문제가 된다 : 분배참여의 자유는 법적으로 

제약되어야 하며, 그에 의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분배참여의 자유가 최적으

로 실현될 수 있다.67) 

65) 예를 들면, D. Rauschning, Staatsaufgabe Umweltschutz, WDStRL 38 (1980), S. 167 
(184 f.).을 참조, 재산권도 환경오염의 권리의 근거에 원용된다.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는 
Sendler (Fn. 57), S. 41.

66) Sendler (Fn. 57), S. 38.을 참조하면 충분하다.
67) 시장 메커니즘 가운데 배분문제의 최적의 해결을 도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공

재에 대한 ‘시장의 실패’를 감안하면, 이것은 적어도 제도적인 예방조치―즉, 자유제약적 
법적규율―에 의해 시장 메커니즘이 기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사전에 충족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Bonus (Fn. 40), S. 79, 84 ff., 93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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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에 갈음하여—환경복원법에서 환경법으로

환경복원법(Umweltreparaturrecht)에서 실효적인 환경법에 이르기 위해서는 공적

인 환경재가 ‘무상재’라고 하는 성질을 이제는 지우고, 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보호

되는 ‘재’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화

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그리고 배타적인 이용 및 할당권한이라는 의미에서의 ‘국

유화’가 바람직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지만, 원인자부담원칙의 철저한 적용, 즉 환경

개선부담금에 의한 환경부담비용의 내부화가 바람직하며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은 새로운 법률에 의한 규율 없이는 불가

능하다. 그러나 법률상의 규율과 자유는 반드시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살펴보았다. 자유의 다원성을 감안한다면, 환경보호에서도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

유의 이익으로(in dubio pro libertate)’라고 하는 표면적 자유주의의 기본명제는, 예

를 들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자유에 대항하는 대기오염의 자유와 같이, 본인의 환

경이용의 자유를 다른 환경이용자의 자유에 대해 관철하고자 하는 이익집단에 있

어서의 투쟁 슬로건으로 밖에 쓰여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적 법치국가는 입법국가로서 자유실현을 위한 제도체인 것

이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법률이 가진 자유제한적 기능과 자유실현적 기능은 항상 미묘한 관계에 

있다. 공동체의 자유도는 법질서 가운데 양 기능의 수지가 결산된 때, 어느 정도 

흑자가 발생하는가에 따라 드러난다. 가능한 한 흑자결산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법치국가적 이유만으로도 환경보호에 대한 유연한 경제적 

수단에 편의적 명령․금지에 대한 우위성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68) 

보다 적은 규제는,―얼핏 봐도 시사점이 있는 것처럼―상당히 보다 효과적인 환

경보호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가 보다 적은 것은, 실체적 환경보호 의무가 

보다 적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환경부담의 감소에 원인자의 자기이익을 창출하

는 법률상의 질서구조에 의한 자유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여 환경

보호에 대한 자기책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고, 많은 행위규범을 가진 밀도 

높은 규범체계가 대폭으로 불필요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러한 구조조건의 규율도 규제라 비난하고, 예를 들어 환경개선부담

금에 의한 해결을 강제조치․형사조치로서 거부하는 사람은 우리의 환경의 위기가 

68) 전술 Ⅱ. 3.에서의 제 조건이 충족되는 한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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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증대함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의 파되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생활기반의 파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자유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

이다. 

오늘날, 우리는 아직 경제적이고 비교적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위기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토영오염이나 지하수의 과잉소비의 결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는 현저한 음료수의 부족이 발생하면, 오늘날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강

제적 통제조치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자유의 조건은 역시 시대적인 측면을 가

진다. 

이에 따라, 나의 자유의 변증법에 관한 제5의 테제가 탄생한다. : 

자유의 사실상의 전제조건을 파괴하는 자유가 적합한 시기에 제약되지 않으면, 

자유는 그 후, 한 층 철저한 자유의 제약에 의해서 밖에 보호되지 않게 된다. 이러

한 자유는 자기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이다.

환경정책적인 시각에서는 :

환경이용의 자유를 적합한 시기에 생태학(ecology)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하지 

않는 법질서는, 미래에 이 자유의 대상을 한층 더 부자유에 의해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투고일자  2018.08.26.  심사일자  2018.09.13.  게재확정일자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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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Freiheit und Freiwilligkeit im Umweltrecht

― Mehr Umweltschutz durch weniger Reglementierung?―

Park, Yong-Sook*
69)

Wir alle sind Umweltverschmutzer. Wir fahren Auto und heizen mit Öl, essen 

Joghurt aus Plastikbechern, lassen unsere Hosen chemisch reinigen, und mit 

unseren Weichspülern werden noch die Fische weichgewaschen. Selbst wenn wir 

aber auf allen Luxus verzichteten und uns auf das kärglichste Dasein 

beschränkten, könnten wir gar nicht existieren, ohne in vielfältiger Weise die 

Umwelt zu belasten. Wir sind als Umweltnutzer geboren. Wir stehen ja nicht 

außerhalb einer von uns isolierten Umwelt, sondern sind selbst Bestandteil der 

Biosphäre, sind eingebunden in deren Wirkungsgefüge und 

Lebenszusammenhänge.

Unsere Freiheit ist daher großenteils Umweltbelastungs freiheit; sehr vieles, was 

wir in Verwirklichung unserer Frei heit tun, hat irgendwelche 

umweltbeeinträchtigenden Wir kungen. Rechtsvorschriften, die dem Schutz der 

Umwelt die nen, schränken die Umweltbelastungsfreiheit ein, damit aber 

notwendig die Freiheit an sich, nämlich die Handlungsfrei heit, wie das 

Grundgesetz sie in Artikel 2 Absatz 1 gewährlei stet als die Freiheit, zu tun und 

zu lassen, was man will. Es kann kein Zweifel daran bestehen, daß weitgehende 

Ein schränkungen dieser zunächst schrankenlos gedachten Hand lungsfreiheit 

notwendig sind, um die Umwelt wirksam zu schützen. 

Je umfassender und perfekter aber der rechtliche Schutz der Umwelt 

ausgestaltet wird, desto mehr Tätigkeitsbereiche und desto mehr Menschen werden 

von umweltrechtlichen Frei heitseinschränkungen betroffen. Und je intensiver der 

recht lich gebotene Umweltschutz, desto einschneidender die Frei 

* Senior Researcher Fellow/Ph.D. in Law, The Institute of Legal Stus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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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tsbegrenzungen für die Umweltnutzer. 

Umweltnutzung ist für den Menschen selbst und auch für andere Lebewesen 

eine ökologische Notwendigkeit. Schädlich wird die Umweltnutzung erst dann, 

wenn ökologische Wech selbeziehungen aus dem Gleichgewicht gebracht werden, 

oder wenn nicht erneuerbare Ressourcen im Übermaß verbraucht werden. Hier 

aber liegen heute unsere realen Probleme. Was uns heute droht, ist nicht der nur 

theoretisch denkbare Entzug der menschlichen Lebensgrundlagen durch zuviel, 

sondern die Zerstörung dieser Lebensgrundlagen durch zuwenig Um weltschutz. 

Nicht die theoretische Möglichkeit der Freiheits vernichtung durch einen totalen 

Umweltschutzstaat ist heute ein reales Problem, sondern die Auswirkungen, die 

die Um weltverwüstungen auch für die menschliche Freiheit haben können.

Sind noch mehr staatliche Vorschriften erforderlich, um den Umweltschutz zu 

verbessern? Oder ist es sogar möglich, durch Abbau von Ge- und Verbotsnormen 

die Freiheit zu erweitern und zugleich die Effektivität des Umweltschutzes zu 

erhöhen? Abschließend beantworten las sen sich diese Fragen nicht generell, 

sondern nur aufgrund von Wirkungsanalysen, die sich differenziert mit den 

einzelnen Umweltgesetzen befassen. Ich möchte hier nicht solche De tailanalysen 

vorlegen, sondern mich mit der Unterstellung befassen, die in den gestellten 

Fragen unausgesprochen enthal ten ist, mit der Unterstellung nämlich, daß durch 

Aufhebung freiheitseinschränkender Normen die Freiheit erweitert wird..

Key words : Umweltrecht, Freiheit, Freiwilligkeit, Reglementierung, Umwelt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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