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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環境権と気候変動問題
気候変動はグローバルな対策を必要とする問題であり, その被害の法

的救済も例外ではない ア〭ジア太平洋地域は, すでに気候変動のさまざま
な影響にさらされており, その適応策と被害の救済は, 日韓共通の課題で
ある〭ある研究成果 (環境省地球環境総合推進費 · 戦略的研究プロジェクト 
｢温暖化影響総合予測プロジェクト｣) によれば, 世界で気候変動対策を
行わなかった場合, 日本においては, 降雨強度と強い雨の頻度が増し, 洪
水氾濫面積が2070年代には, 最大で約1200平方キロメートル増加し, その
被害額は年間8.7兆億円 (1981-2000年比) も増加するとされている 〭また, 

2090年代には, 年間の被害額換算で, 土砂災害が9400億円 (1981-2000年
比), 森林被害が2300億円, 海面上昇被害 (砂浜喪失) が400億円, 熱スト
レスによる健康被害が1200億円分 (以上, 1990年比), それぞれ増加する
と見込まれている 〭さらに, 台風による海面上昇被害は年間7兆4000億円
も増加し (1990年比), 米の収穫量は, 温暖化の程度が増すにつれて減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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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転じ, 収量の変動も大きくなるとされている 〭
島嶼諸国, アフリカ等, 多くの発展途上国における影響はより深刻で

あり, 不特定多数の人の健康に対する権利, 食糧に対する権利, 水に対す
る権利等が脅かされている 〭それ故, 本来, 地域間, 世代間の衡平および
国際的な人権保障の観点から, その責任メカニズムと法的救済のあり方
を論じる必要があるが, 温室効果ガスの将来的な削減目標や対策をめぐ
るポスト京都議定書の枠組みは不透明なままである 〭

トランスナショナルな人権が認識され始めたのは, 最近のことではな
い 〭国家からの自由を内容とする市民的, 政治的権利 (思想の自由, 身体
の自由, 財産権等) が第一世代の人権であり, 国家に対する社会的, 実質
的平等への要求を内容とする経済的, 社会的および文化的権利 (生活保
障の権利, 労働権等) が第二世代の人権であるのに対し, トランスナショ
ナルな人権は, 第三世代の人権と呼ばれている 〭

第三世代の人権は, 発展の権利, 平和に対する権利, 人道的災害救助の
権利等, さまざまな内容を包含する発展途上の権利である 〭20世紀におけ
る科学技術の進歩は, 経済的, 社会的および文化的発展への広範な展望を
開いた反面, 人類に重大な脅威を与えてきた 〭これらの問題は, すべての
社会的勢力が地球的規模で協調 ․ 連帯し, 人類の英知を結集しなければ解
決できない 〭換言すれば, 第三世代の人権は, 友愛ないし連帯の精神に基
づく極めてトランスナショナルな権利であり, 個人的利益と集団的利益
の双方にかかわる権利である 〭

良好な環境を享受する権利 (環境権) も同様に第三世代の人権であり, 

産業技術の進歩が招いた悲惨な公害被害と地球規模での環境の劣化に対
する切迫した危機感から生まれた人権である 〭しかし, 気候変動は長期に
わたるグローバルな環境問題であり, 大気汚染, 水質汚濁等, 古典的な公
害問題以上に, 責任メカニズムを確立す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 〭人権と気
候変動に関する国連人権委員会の決議 (2008年3月28日) が述べているよ
うに, 気候変動に関する法的責任を人権の観点から明らかにしようと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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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試みは, 端緒についたばかりの極めて新しいチャレンジングな課題で
ある 〭

日本の環境基本法 (1993年) は, ①健康で恵み豊かな環境の保全 (3条), 

②環境への負荷の少ない持続的発展が可能な社会の構築 (４条), ③国際
的協調による地球環境保全の積極的推進 (5条), という3つの基本理念を
掲げている 〭現在および将来の世代の人間が健全で恵み豊かな環境の恵沢
を享受するとともに, 人類の存続の基盤である環境が将来にわたって維
持されるように適切に環境を保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 国際社会に
おいてわが国の占める地位に応じて, 国際的協調の下に積極的に地球環
境保全を推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明記されているのである 〭

気候変動対策に関し, 日本は, 京都議定書のもとで, 2008年から2012年
の間に, 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を1990年に比して6％削減する義務を負っ
ている 〭また, 新政権の成立後, 鳩山首相は, 他の国々も積極的な対策を
採ることを前提に, 2020年までに1990年に比して25％削減という意欲的
な目標を宣言した 〭

しかし, 日本でも, 人権保障という観点から, 気候変動の責任メカニズ
ムを明らかにしようとする本格的な議論はまだ始まっていない 〭また, 私
の専門は国内行政法 ․ 環境法であり, 国際環境法ではない 〭そこで, 本稿
では, 環境権の保障という観点から, 日本における判例の展開と気候変動
法制の現状を検討し, 日本国内における責任メカニズムの確立可能性に
ついて, 論じることとする 〭

Ⅱ. 環境権と被害者救済
1. 日本の公害․ 環境訴訟の類型
日本の環境権論は, さまざまな公害 ․ 環境訴訟の中で展開されてきた 〭

そこで, 環境権について論じる前に日本の訴訟類型について概説する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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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害 ․ 環境訴訟は, 民事訴訟と行政訴訟に大別される 〭民事訴訟には, 損
害賠償訴訟と差止訴訟があり, 環境行政訴訟には, 処分 (開発許可, 埋立
免許等) の取消訴訟, 差止訴訟, 義務付け訴訟等がある 〭

まず, 民事訴訟についてみると, 損害賠償訴訟の中核を成すのは不法
行為に基づく損害賠償であり, ①加害者の故意 ․ 過失, ②加害行為 (大気
汚染等) の違法性, ③加害行為と損害 (健康 ․ 財産被害等) の間に相当因
果関係があることが賠償の要件である 〭私人 (企業等) の不法行為につい
ては民法の規定によるが, 国や地方公共団体に対する損害賠償は国家賠
償法の規定による 〭その典型例は道路公害や空港騒音であるが(国賠2条 〭
営造物責任), 行政が加害者に対し適切に規制権限を発動しなかったため
に被害を拡大させたような場合には, 行政の不作為責任が問題となる 
(国賠１条 〭認容例として, 水俣病関西訴訟＝最判2004年10月15日民集58

巻7号1802頁) 〭
また, 差止訴訟の認容要件は, 基本的に損害賠償の場合と同様である 〭

ただし, 差止めは事業活動等に大きな打撃を与えるおそれもあるため, 損
害賠償の場合よりも高い違法性が要求されるとする考え方も有力である 
(違法性段階論) 〭

次に, 行政訴訟についてみると, 従来, 環境行政訴訟の中心は処分取消
訴訟であった 〭取消訴訟を提起するためには, ｢法律上の利益｣ を有する
者であることが必要であるが (行訴9条), 不特定多数の人の環境利益や動
植物の利益に関わる環境訴訟では, しばしば付近住民, 環境ＮＧＯ等の原
告適格が否定されてきた 〭そこで, 2004年の行訴法改正では, ｢法律上の利
益｣ の解釈基準を明確化し, 原告適格の実質的拡大を図る改革が行われ
ている 〭

2. 学説における環境権論の展開
環境権が世界で初めて提唱されたのは, 1970年3月であるといわれてい

る 〭当時, 東京で開かれた公害国際会議 (国際社会科学評議会主催) に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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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て ｢東京宣言｣ が採択され, その中に環境権の確立が盛り込まれた 〭そ
して, 1972年にストックホルムで開催された ｢国連人間環境会議｣ では, 

｢人は, 尊厳と福祉を可能とする環境で, 自由平等及び十分な生活水準を
享受する基本的権利を有するとともに，現在及び将来の世代のために環
境を保護し改善する厳粛な責任を負う｣ ことを謳った人間環境宣言が採
択された 〭その後, 憲法の中に環境権を定める国が次第に増加した 〭

諸外国においては, 環境権を憲法に明記する国が増えているのに対し, 

環境権発祥の地である日本の憲法は戦後一度も改正されておらず, 環境
権を明示的に認める規定は存在しない 〭しかし, 憲法13条は, 生命, 自由
および幸福追求に対する国民の権利を保障し, また, 憲法25条は, 生存権
の保障について定めている 〭良好な環境の享受は, 人間が生存し, 自己を
主張するために必要不可欠な利益である 〭しかも, その実現には公権力に
よる積極的な環境施策が必要とされる 〭それゆえ, 多くの学説は, 憲法25

条および13条から, 環境権が導かれると解している 〭
もっとも, 基本的人権の一つとして環境権が認められるということと, 

環境権を差止請求の根拠として認める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
は, 別個の問題である 〭東京宣言を契機として, 被害者救済のために環境
権の考え方をより具体化しようとしたのは, 日本弁護士連合会 (とくに
大阪弁護士会) であった 〭日弁連は, みだりに環境を汚染し, 快適な生活
を妨げようとする者に対し, 環境権に基づいて, その差止めを請求するこ
とができるという主張を展開した 〭

なぜなら, 伝統的にみると, 日本の公害 ․ 環境被害は, まず, 経済的被
害 (農業被害等) や健康被害として顕在化し, その主たる救済方法は損害
賠償であった 〭しかし, 環境被害は不可逆的な被害であるから, 事後的救
済のみでは不十分である 〭被害が生じる前に侵害行為の差し止めを求める
ことができれば有効な救済となるが, 健康被害の蓋然性を立証するのは
容易ではない 〭そこで, 健康被害の発生する前の段階で, 環境汚染行為を
争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に主張されたのが環境権の理論であ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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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 〭当時, 各地の公害差止訴訟の理論的根拠として, また, 公害患者の精
神的な支えとして, 環境権の思想は, 多くの社会的支持を受けた 〭

しかし, 現在に至るまで, 環境権を正面から認めた判例は存在しない 〭
逆に, 差止請求権の根拠としての環境権については, これを明示的に否定
する判決が少なくない 〭その理由としては, ①憲法13条および25条は, い
ずれも国の責務を宣言した綱領的規定であり, 国民に具体的権利を付与
したものではないこと, ②権利の対象となる環境の範囲, 地域等が不明確
であること等が挙げられている 〭

これらの批判に応えるため, 学説においても, 環境権を実質的なもの
にしようとするさまざまな試みがなされてきた 〭第1は, 環境権の範囲が
不明確であるという批判に対し, 環境権を類型化し, 個別的環境権として
構成する考え方である 〭より個人的利益としての側面が強い権利として
は, 日照権, 静穏権, 眺望権等が主張され, また, より集団的利益として
の側面が強い権利としては, 入浜権, 親水権, 浄水享受権, 景観権, 歴史
的環境権等が主張されている 〭第2は, 市民に情報を公開し, 環境に影響を
与える行政手続への参加権を強化することによって, 環境権を手続的権
利として構成しようとする考え方である 〭第3は, 環境利益は, 不特定多数
の人に係わることが多いため, 環境公益訴訟 (団体訴訟, 市民訴訟等) を
導入し, 自己の法的利益の有無にかかわらず, 行政, 企業等に対し, 違法
な行為の差止め, 是正, 環境損害の回復等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
るという考え方である 〭第4は, 自然の権利を承認するとともに, 自然破壊
行為に対しては, 自然保護団体等がその利益を代弁することができると
する考え方である 〭

これらのうち, 第2, 第3および第4の考え方については, 立法的措置が
必要であるが, 第3および第4の点については, 現在のところ具体的な立法
化の動きは見られない 〭また, 第2の点については, 環境に係わる各種の個
別法規において多様な参加規定が導入されている 〭しかし, 例えば, 環境
影響評価法における意見提出制度は, 情報収集のための参加であると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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うのが立法者の考え方であり, 手続的権利の保障という考え方は, 実務上
必ずしも浸透していない 〭これに対し, 個別的環境権に関しては, 注目す
べき判例の展開がみられるため, 以下では, この点に絞って論じることと
する 〭

3. 環境権をめぐる判例の展開
歴史的にみると, 個別的環境権論は, 主に民事訴訟において重要な役

割を果たしてきた 〭日本の判例は, 違法性の判断に際し, 被侵害利益の性
質と内容, 加害行為の公共性の内容と程度, 環境法規の遵守状況, 公害防
止設備の設置状況, 地域性, 先住性などを総合的に考慮し, 被害が社会的
な受忍限度を超える場合に, 加害行為を違法とする考え方をとっている 
(受忍限度論) 〭それ故, 個別的環境権が認められるか否かは, 被侵害利益
の性質と内容を判断する際の重要な要素となる 〭

個別的な環境権のうち, より私権としての性格が強い利益については, 

判例も, 比較的早くから法的利益であると認めている 〭例えば, 健康や財
産と密接な関係を有する日照利益, 通風被害, 風害等については, 受忍限
度を超える被害があるとして, 請求を認容した例も少なくない (世田谷
区砧町日照妨害訴訟＝最判1972年6月27日民集26巻5号1067頁等) 〭また, 

眺望利益についても, これを法的保護の対象となる生活利益, 営業利益ま
たは財産利益として認めた判例が存在する (横須賀野比海岸事件＝横浜
地横須賀支判1979年2月26日下民集30巻1~4号57頁等) 〭

さらに, 近年の下級審判例には, 廃棄物処分場の設置に関し, 身体権が
侵害されるおそれや不安がある場合に, 事前の差止めを認容するものが
見受けられる 〭これらの判例では, 人格権としての身体権の一環として, 

質量ともに生存 ․ 健康を行うことのない水を確保する権利に加え, 平穏生
活権の一環として, 一般通常人の感覚に照らして飲用 ․ 生活用に供するの
を適当とする水を確保する権利があるとされているのが注目される (仙
台地決1992年2月28日判時1429号109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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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に対し, 入浜権, 文化財享有権等, 不特定多数の人に係わる権利に
ついては, 権利主体や内容の不明確性, 具体的な権利保護規定の欠如等を
理由として, 権利性を否定する判例が少なくなかった 〭このような状況の
中, 新たな可能性を切り開いたのが, 景観利益を法律上保護に値する利益
であると認めた国立マンション事件最高裁判決である (最判2006年3月30

日民集60巻3号948頁) 〭同判決は, ｢良好な景観に近接する地域内に居住し, 

その恵沢を日常的に享受している者は, 良好な景観が有する客観的な価
値の侵害に対して密接な利害関係を有するものというべきであり, これ
らの者が有する良好な景観の恵沢を享受する利益 (以下 ｢景観利益｣ と
いう 〭) は, 法律上保護に値するものと解するのが相当である 〭｣ と判示
した 〭同判決は, 集団的な環境利益について, 個別具体的な事例に則して 
｢その恵沢を日常的に享受している者」を判断し, 法的救済の道を開いた
点で重要な意義を有する 〭

しかし, このような環境権論の発展を踏まえても, 環境被害の従来の
救済メカニズムが気候変動被害の救済についても有効に機能すると考え
ることは困難である 〭気候変動に関しては, 従来の公害 ․ 環境被害以上に, 

原因行為の特定, 因果関係や違法性の立証が困難であるため, 気候変動被
害に関わる人権の保護は, 第一次的には立法的 ․ 行政的措置を通じて行う
のが現実的である 〭そこで, 次に, 日本の気候変動対策法制が, 何らかの
責任原則や人権保障という考え方を踏まえた仕組みになっているか否か
を考察する 〭

Ⅲ. 日本の気候変動対策法制の概要
日本は, 京都議定書の採択 (1997年) を受け, 1998年に ｢地球温暖化対

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温暖化対策推進法) を制定し, 総合的な気候変
動対策に取り組んできた 〭同法のほかにも各種の気候変動対策関連法が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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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するが, それらは省エネ関連法と新エネルギー (太陽光発電, 風力発電
等) 関連法に大別される 〭

第1に, 温暖化対策推進法は, 地球温暖化防止を目的とする世界最初の
法律であり, ①政府による京都議定書目標達成計画の策定, ②内閣におけ
る地球温暖化対策推進本部の設置, ③国 ․ 自治体による温暖化対策のため
の実行計画の策定, ④地球温暖化防止活動センターや事業者 ․ 住民等から
成る地域協議会の設置等について定めている 〭

第2に, 石油資源をもたない日本は, 他国に比べ, もともと省エネ対策
に力を入れており, すでに1979年に, ｢エネルギー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
法律｣ (省エネ法) が制定されている 〭省エネ法は, まず, エネルギー消費
効率が最も優れている機器 (自動車, 電気機器等) をトップランナーに指
定し, 一定期間内にそれ以上の省エネを達成することを各事業者に求め
ており (トップランナー方式), 性能を改善すべき旨の勧告に従わなかっ
た場合には, 事実の公表や勧告実施命令を出すことが可能である 〭また, 

一定規模以上の工場には, 中長期的な省エネ計画の作成, エネルギー管理
者の選任義務等が課されている 〭さらに, 住宅の省エネ向上に関しては, 

多数の住宅建築 ․ 販売業者に対し, 勧告 ․ 命令を行うこと等が可能とされ
ている 〭

また, 1993年には,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再生資源の利用
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省エネ ․ リサイクル支援
法) が制定され, 省エネ等に取り組む事業者に対し, 低利融資, 債務保証
等の財政的支援を行うことが定められている 〭

第3に, 新エネルギーの利用促進に関しては, 2002年に, ｢電気事業者に
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が制定され, 電気事業
者に対し一定割合以上の新エネルギーの利用が義務づけられた 〭また, 

2009年には, ｢非化石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お
よび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
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が改正 ․ 制定され, 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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気事業者に対し, 太陽光発電による電気を適正価格で買い取ることを含
め, 非化石エネルギーの利用を義務づけることが可能となっている 〭また, 

バイオマスの活用に関しては,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や ｢農林漁業
有機物資源のバイオ燃料の原材料とし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が
制定され, 国の支援制度等が定められている 〭

そのほか, 低炭素社会の構築には都市構造の変革が不可欠であり, こ
のことと関連し, 最近, ｢流通業務の総合化及び効率化の促進に関する法
律｣, ｢地域公共交通の活性化及び再生に関する法律｣ 等が制定されてい
る 〭

以上のように, 日本の気候変動法制は多岐にわたるが, その内容を見
ると, 自主的取組みの推進と行政指導の活用を基調としていることが大
きな特徴である 〭温暖化対策関連法に基づく命令 ․ 罰則規定の適用は最終
的 ․ 例外的な手段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る 〭主たる実効性の確保の手法
は事実の公表や勧告であるが, 行政処分の発動はもちろん, 公表 · 勧告に
ついても, ほとんど実例がない 〭

また, 排出枠取引, 炭素税のような負担的経済的手法は, 国法レベルで
は未だ導入されていない 〭排出量取引の本格導入に向け, 参加を希望した
企業が自主的に削減目標を設定し, 目標達成のために排出枠を取引きす
る制度が試行的に実施されている段階にある (国内統合市場の試行的実
施) 〭

Ⅳ. 今後の展望
3でみたように, 日本の気候変動対策は, 自主的取組みの推進を基調と

しており, 規制的手法を中心に構成されてきた公害対策の法的メカニズ
ムとは, その構造が大きく異なっている 〭すなわち, 伝統的な公害対策は, 

環境基準を達成することを政策目標とし, 排水基準, 排出基準等の規制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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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設けて事業者等にその遵守を義務付け, 違反者に罰則を科する仕組み
となっている 〭それ故, 誰がどのような公法上の義務を負っているのかが
明確である 〭これに対し, 気候変動に関しては, 温室効果ガスの総量削減
について, 明確な責任原則に基づいた法的メカニズムが存在していると
はいい難い状況にある 〭

人権保障の観点から, 責任メカニズムを確立しようとする場合, 参考
になるのは, 環境損害法制の国際的展開であろう 〭とくに注目されるのは, 

2004年にＥＵが採択した ｢環境損害の未然防止および修復についての環
境責任指令｣ である 〭同指令は, 一定の環境損害について, 原因者に防止 ·

修復措置を義務付け, その費用を負担させるとともに, 市民 ․ 環境団体に
参加権および訴権を認めている 〭

環境損害指令にいう ｢損害｣ とは, 自然資源に対して重大な悪影響や
リスクを及ぼすような自然資源またはその効用の悪化をいうとされ, ①
保護された生物種および自然の生息地, ②水, ③土地に対する損害が含ま
れる 〭ただし, 同指令においても, 気候変動, 大気に対する損害等は対象
とされていない 〭また, 異常な自然災害等による損害については本指令の
適用が除外され, 拡散性の汚染による損害については, 特定の事業者の活
動と損害との因果関係を証明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のみ, 本指令が適
用されるとされている (４条５項) 〭この点は, 本指令の前文においても強
調されており, すべての環境損害が責任メカニズムによって修復できる
わけではなく, 責任メカニズムが有効に機能するためには, 特定の汚染者
と損害との因果関係が証明されるべきであり, これができない場合には
責任制度は損害修復の適切な手段ではないとされている (前文13項) 〭そ
れ故, 気候変動に関する責任メカニズムを確立するという観点から見た
場合, 環境損害指令の意義は, 生態系損害も含め, 幅広い環境損害に関す
る責任分担を明確にした点にあるといえる 〭

今後, 大幅に温室効果ガスを削減するためには, 規制的手法の強化も
含めた総合的な対策が不可欠であるが, そのためには, まず第１に, 多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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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温室効果ガスの排出行為が大気汚染や水質汚濁と同様に, 人権侵害行
為になりうるとの認識を確立することが重要であろう 〭

第2に, このような認識に立って, 仮に事業者等の法的義務が明確化さ
れた場合には, 訴訟を通じた責任メカニズムが機能する可能性がある 〭例
えば, 環境損害指令においては, 市民または環境団体が, 行政に対する措
置要求と訴訟を通じて, 法の執行に参加する仕組みが採用されている 〭同
様に, 気候変動対策に係る事業者の義務の不履行や行政の規制権限の不
行使に対し, 行政訴訟の方法を通じて, 法の実効性を担保することが考え
られる 〭

もっとも, この場合, 日本ではまず, 誰に原告適格を認めるかが問題と
なろう 〭すなわち, 2でみたように, 日本において環境利益の法的保護は, 

個々人の健康 ․ 財産の保護から, 多数者に関わる景観の保護まで, 徐々に
ではあるが, その範囲が拡大されてきた 〭しかし, 日本においては, 長年
にわたり, 個々人の個別的利益と集団的利益, 主観訴訟と客観訴訟が厳密
に峻別され, これを基準に司法アクセスの可否が判断されてきた 〭国立景
観訴訟最高裁判決は, このような考え方を転換する可能性を示してはい
るが, 例えば, 良好な自然を享受する権利や自然の権利を正面から認めた
判例はなく, また, 自然保護に伴う個々人の利益は公益に吸収される事実
上の利益であるとして, 行政訴訟の原告適格も否定されている 〭また, ア
メリカでは, 州が温暖化訴訟を提起し, 原告適格を認められているが, 日
本の最高裁は, 自治体が公益を保護するための訴訟は, 自己の法律上の利
益に関わるものではないから法律上の争訟ではなく, 特別の規定のない
限り, 司法審査の対象にならないと判示している (宝塚市パチンコ条例
事件＝最高裁2002年7月9日判決民集56巻６号1134頁) 〭これらの判断枠組
みに従えば, 市民, NGO, 自治体等が住民の健康, 財産等を守るために一
定の気候変動対策を求める訴訟を提起しても, 却下される可能性が高い 〭

この点, 国際的に見ると, 個々人の個別的利益に還元できるか否かに
かかわらず, 環境という集団的利益の侵害に対し, 市民, 環境NGO等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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幅広く公共利益訴訟を認めようとする傾向が強まっている 〭すなわち, ｢環
境と開発に関するリオ宣言｣ 第10原則は, ｢環境問題はすべての市民が参
加することにより最も適切に扱われる｣ とし, 効果的な司法アクセスの
必要性について定めている 〭また, 1998年6月に採択された ｢環境問題に
おける情報へのアクセス, 意思決定への市民参加及び司法へのアクセス
に関する条約｣ (オーフス条約) は, 環境権を実効的に保障するため, ①
環境情報へのアクセス権, ②環境に関する政策決定への参加権, ③司法へ
のアクセス権という3つの権利を, ＮＧＯも含め, すべての市民に保障し
ている 〭

もっとも, 気候変動被害については, オーフス条約によっても, 必ずし
も司法アクセスが保障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 〭すなわち, オーフス条約
は, ①環境情報の不開示決定, ②同条約により参加手続の保障が義務付け
られている各種許認可, ③①, ②以外の環境法規違反行為に対する司法ア
クセスの保障について規定している 〭②の対象には, 環境アセスメントを
要する行為が広く含まれているから, 環境アセスメント項目や許認可の
基準として気候変動に係る内容が含まれている限りにおいて, 気候変動
問題に関し同条約が適用される余地がないわけではない 〭しかし, ③につ
いては, 加盟国の立法裁量が広く認められており, 気候変動の分野でどの
ように司法アクセスを保障するかは, 基本的に加盟国に委ねられている 〭
また, 環境損害指令に基づく公益訴訟は, この③のカテゴリーに属する訴
訟ではあるが, 環境損害の有無とその内容, 因果関係の証明, 事業者の義
務の範囲の決定は, 行政庁にとっても必ずしも容易ではなく, 今のところ
訴訟の活用事例はほとんどないといわれている 〭

しかし, 本来, 自動車公害による大気汚染訴訟, 工場排水による水質汚
濁訴訟等の典型的な公害訴訟も, 原因行為の是正等により原告以外の者
の救済や環境改善に資する面を有しており, すべての環境訴訟は, 多かれ
少なかれ公益訴訟としての側面を有している 〭とくに気候変動は, 不特定
多数の人の生命, 財産等に関する権利を脅かし, 生態系にも深刻な影響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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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ぼすグローバルな被害である 〭これらのことに鑑みれば, 日本では, ま
ずは参加と公益訴訟を通じた環境権の保障という視点を法制度に明確に
位置づけていくことが必要である 〭

以上のように, 人権保障の観点から気候変動にかかる責任メカニズム
を確立す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 〭しかし, トランスナショナルな人権とし
ての環境権の展開は, 伝統的な人権の考え方に集団的な利益という新た
な要素を付加している〭また, そ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の手法として, 情
報公開, 参加, 公益訴訟の保障の必要性と有効性が明らかとなっている 〭
さらに, 環境損害法制の進展は, グローバルな環境問題に関する責任メカ
ニズムの１つのモデルを提示している 〭これらの成果と科学的知見の進展
を踏まえながら, 段階的な制度構築を目指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ろう 〭

투고일자 2009.11.06, 심사일자 2009.11.15, 게재확정일자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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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후변동의 피해는 계속심화되고 있고, 인권보장이라는 관점으로부
터, 법적책임원칙이나 피해의 법적구제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 문제가 글로벌 대책을 필요로 하고, 불특정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미치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이 국가를 초월
한 인권에서의 환경권의 발전이다. 이점에 관해 일본에서는 불특정다
수의 사람과 관련된 경관이익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등 판례의 새로운 전개가 보여진다. 그렇지만 기후변동에 관
해서는 종래의 공해 ․ 환경피해이상으로 원인행위의 특정, 인과관계나 
위법성의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후변동피해에 관련된 인권의 보호
는 첫째로 입법적 ․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온난화관련법제는 자주적 대처의 추진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규제적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온 경우와는 다르고 명확한 
책임원칙에 기초한 사업자의 공법상의 의무가 명확하게 되어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먼저, 다량의 온실가스의 배출행위
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독과 같게 인권침해행위로 될 수 있다는 인식
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이 같은 인식에 서서, 가령 사업
자들의 구체적인 법적 의무(배출량의 삭감등) 가 명확화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책임메카니즘이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계기는 
이미 EU의 환경손해지령에서 보여지고 있지만 이 전제로서는 공익소
송의 도입등을 통한 사법적 접근의 보장이 필요하다.

주제어 : 기후변동, 인권보장, 책임원칙, 책임메카니즘, 공익소송, 사법적 접근

Key-word : 気候変動, 人権保障, 法的責任原則, 責任メカニズム, 公益訴訟, 司
法アクセ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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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경권과 기후변동문제
  기후변동은 글로벌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며, 그 피해의 법적 
구제도 예외는 아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이미 기후변동의 다양한 
영향 하에 놓여 있으며, 그 적응책과 피해의 구제는 한일 공통의 과제
이다. 어느 연구성과(환경성 지구환경 종합추진비 ․ 전략적 연구 프로젝
트 ｢온난화영향 종합예측 프로젝트｣)에 의하면, 세계에서 기후변동대
책을 하지 않는 경우, 일본에서는 강우강도와 강한 비의 빈도가 늘어
나 홍수범람면적이 2070년대에는 최대 약1200평방킬로미터 증가하여 
그 피해액이 연간 8.7조 엔(1981∼2000년 대비)이나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2090년대에는 연간 피해액 환산으로 토사재해가 9400억 엔(1981

∼2000년 대비), 삼림피해가 2300억 엔, 해면상승피해(모래 해변 상실)

가 400억 엔, 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피해가 1200억 엔 분(이상 1990

년 대비), 각각 증가한다고 전망되고 있다. 나아가 태풍에 의한 해면상

 * 일본 오사카 대학 교수, 법학박사
** 강원대학교 시간강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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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피해는 연간 7조 4000억 엔이나 증가하고(1990년 대비), 쌀의 수확량
은 온난화의 정도에 따라 줄어들게 되어 수량 변동이 커지게 된다고 
한다.

  여러 도서국가, 아프리카 등 많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영향은 보다 심
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건강에 대한 권리, 식량에 대한 권리, 

물에 대한 권리 등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므로 본래 지역간, 세대간의 
형평 및 국제적인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그 책임 메커니즘과 법적 구제
의 형태를 논할 필요가 있는데, 온실 효과 가스의 장래 삭감목표와 대
책을 둘러싼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틀은 불투명한 채이다.

  트랜스 내셔널한 인권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가 제1세대의 인권이고, 국가에 대한 사회적, 

실질적 평등에 대한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생활보장의 권리, 노동권 등)가 제2세대의 인권인 것에 대하여, 

트랜스 내셔널한 인권은 제3세대의 인권이라고 불리고 있다.

  제3세대의 인권은 발전의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인도적 재해구조
의 권리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발도상국의 권리이다. 20세기에
서의 과학기술의 진보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으로의 광범위
한 전망이 열린 반면, 인류에 중대한 위협을 주어 왔다. 이 문제들은 
모든 사회적 세력이 지구적 규모에서 협조, 연대하여 인류의 지혜를 
결집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제3세대의 인권은 우
애 내지 연대 정신에 입각한 극히 트랜스 내셔널한 권리이며, 개인적 
이익과 집단적 이익의 쌍방에 관련된 권리이다.

  양호한 환경을 향수할 권리(환경권)도 마찬가지로 제3세대의 인권이
며, 산업기술의 진보가 초래한 비참한 공해피해와 지구규모에서의 환
경의 열화에 대한 절박한 위기감으로부터의 생긴 인권이다. 그러나 기
후변동은 장기에 걸친 글로벌한 환경문제이며, 대기오염, 수질오독  등 
고전적인 공해문제 이상으로 책임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인권과 기후변동에 관한 UN 인권위원회의 결의(2008년 3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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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기후변동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인권의 관
점에서 명확히 하려는 시도는 이제 겨우 단서를 찾은 극히 새롭고 챌
린징한 과제이다.

  일본의 환경기본법(1993년)은 ① 건강하고 은혜로운 환경의 보전(제3

조), ② 환경에 대한 부하가 적고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의 구축
(제4조), ③ 국제적 협조에 의한 지구환경보전의 적극적 추진(제5조)이
라고 하는 세 가지 기본이념을 들고 있다. 현대 및 장래 세대의 인간
이 건전하고 은혜로운 환경의 혜택을 향수하는 것과 함께, 인류의 존
속 기반인 환경이 장래에 걸쳐서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환경을 보전하
지 않으면 안 되는 점,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점하고 있는 위치에 맞게 
국제적 협조 하에 적극적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
는 점이 명기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은 기후변동대책에 관하여 교토의정서 하에서, 2008년부터 2012

년의 사이에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과 비교하여 6% 삭감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신정권 성립 후 하토야마 수상은 다른 국
가들도 적극적인 대책을 취할 것을 전제로, 2020년까지 1990년과 비교
하여 25% 삭감한다고 하는 의욕적인 목표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후변동의 책임 
메커니즘을 명백히 하려고 하는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되어 있지 
않다. 또한 나의 전문은 국내행정법 ․ 환경법으로 국제환경법은 아니다. 

그리하여 본 발표에서는 환경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본에서
의 판례의 전개와 기후변동법제의 현상을 검토하여, 일본 국내에서의 
책임 메커니즘의 확립가능성에 대하여 논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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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경권과 피해자 구제
1. 일본의 공해․ 환경소송의 유형

  일본의 환경권론은 다양한 공해 ․ 환경소송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
리하여 환경권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일본의 소송유형에 대하여 개설
하면, 공해 ․ 환경소송은 크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민사소송에는 손해배상소송과 금지소송이 있고, 환경행정소송에는 처
분(개발허가, 매립면허 등)의 취소소송, 금지소송, 의무이행소송 등이 
있다.

  먼저 민사소송에 대해서 보면, 손해배상소송의 중핵을 이루는 것을 
불법행위에 입각한 손해배상으로 ① 가해자의 고의 ․ 과실, ② 가해행위
(대기오염 등)의 위법성, ③ 가해행위와 손해(건강 ․ 재산피해 등)의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배상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私人(기
업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지만,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다. 그 전형사
례가 도로 공해나 공항 소음인데(국가배상법 2조. 영조물책임), 행정이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하게 규제권한을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에는 행정의 부작위책임이 문제가 된다(국가배상법 1조. 

인용사례로서 미나마타병 간사이 소송=最判2004年10月15日 民集58巻7

号1802頁).

  또 금지소송의 인용요건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와 같다. 다
만 금지는 사업활동 등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 경우보다도 높은 위법성이 요구된다고 하는 견해가 유력하다(위법
성단계론).

  다음으로 행정소송에 대해서 보면, 종래 환경행정소송의 중심은 처
분취소소송이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일 것이 필요한데(행정사건소송법 제9조), 불특정 다수의 사람
의 환경이익이나 동식물의 이익에 관한 환경소송에서는, 여러 차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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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주민, 환경NGO 등의 원고적격이 부정되어 왔다. 그리하여 2004년의 
행정사건소송법 개정에서는 ｢법률상의 이익｣의 해석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원고적격의 실질적 확대를 꾀하는 개혁이 행해지고 있다.

2. 학설에서의 환경권론의 전개
  환경권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창된 것은 1970년 3월이라고 한다. 

당시 도쿄에서 열린 공해국제회의(국제사회과학평의회 주최)에서 ｢도
쿄 선언｣이 채택되었고, 그 속에 환경권의 확립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에서는 ｢사람은 존
엄과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에서 자유 평등 및 충분한 생활수준을 
향수할 기본적 권리를 갖는 것과 함께 현재 및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엄숙한 책임을 질｣ 것을 선언한 인간환경선언
이 채택되었다. 그 후 헌법 속에 환경권을 규정하는 국가가 점차 증가
하였다.

  여러 외국에서 환경권을 헌법에 명기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것에 대
하여, 환경권 발상지인 일본의 헌법은 2차 대전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 제13조는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
고, 또 헌법 제25조는 생존권의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양호한 
환경의 향수는, 인간이 생존하고 자기를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
한 이익이다. 그러므로 많은 학설은 헌법 제25조 및 제13조로부터 환
경권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환경권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과 환경
권을 금지청구의 근거로서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도쿄 선언을 계기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환경권의 
생각을 보다 구체화하려고 한 것이 일본변호사연합회(특히 오사카변호
사회)였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함부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쾌적한 생
활을 방해하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권에 입각하여 그의 금지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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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보면 일본의 공해 ․ 환경피해는 먼저 경제적 피
해(농업피해 등)나 건강피해로서 顕在化하여 그 주된 구제 방법은 손
해배상이었다. 그러나 환경피해는 불가역적인 피해이므로, 사후적 구제
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침해행위의금지를 구할 
수 있다면 유효한 구제가 되지만, 건강피해의 개연성을 입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리하여 건강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단계에서 환경오
염행위를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장된 것이 환경권의 이론이었
다. 당시 각지의 공해금지소송의 이론적 근거로서, 또 공해환자의 정신
적인 지주로서, 환경권의 사상은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환경권을 정면에서 인정한 판례는 존재하
지 않는다. 반대로 금지청구권의 근거로서의 환경권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판례가 적지 않다. 그 이유로서는 ① 헌법 제13

조 및 제25조는 모두 국가의 책무를 선언한 강령적 규정으로 국민에게 
구체적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 ② 권리의 대상이 되는 환경
의 범위, 지역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이 있다.

  이 비판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설에서도 환경권을 실질적인 것으
로 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첫째, 환경권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하는 비판에 대하여, 환경권을 유형화하여 개별적 환경
권으로서 구성하는 견해이다. 보다 개인적 이익으로서의 측면이 강한 
권리로서는 일조권, 정온권, 조망권 등이 주장되고, 또 보다 집단적 이
익으로서의 측면이 강한 권리로서는 入浜権, 親水権, 浄水享受権, 경관
권, 역사적 환경권 등이 주장되고 있다. 둘째, 시민에 정보를 공개하고 
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정절차에 대한 참가권을 강화하는 것에 의하여, 

환경권을 절차적 권리로서 구성하려고 하는 견해이다. 셋째, 환경이익
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공익소송
(단체소송, 시민소송 등)을 도입하여 자기의 법적 이익 유무에 상관없
이 행정, 기업 등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의 금지, 시정, 환경손해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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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등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넷째, 자연의 권리를 승인함과 
함께 자연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자연보호단체 등이 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중 둘째, 셋째 및 넷째 견해에 대해서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데, 

셋째 및 넷째의 점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입법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둘째의 점에 대해서는 환경에 관련된 각종 개별 법규에
서 다양한 참가 규정이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예컨대 환경영향평가법
에서의 의견제출제도는 정보수집을 위한 참가라고 하는 것이 입법자의 
견해이고,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라고 하는 견해가 실무상 반드시 침투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개별적 환경권에 관해서는 주목
할 만한 판례의 전개가 보여지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점에 한정
하여 논하기로 한다.

3. 환경권을 둘러싼 판례의 전개
  역사적으로 보면 개별적 환경권론은 특히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여 왔다. 일본의 판례는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 가해행위의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환경법규의 준수상황, 

공해방지설비의 설치상황, 지역성, 先住性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사회적인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 가해행위를 위법하다고 하
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수인한도론). 그러므로 개별적 환경권이 인정되
는지의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
가 된다.

  개별적인 환경권 중 보다 私權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이익에 대해서
는, 판례도 비교적 일찍부터 법적 이익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건강이나 재산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일조이익, 통풍피해, 풍해 등에 
대해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한 예도 
적지 않다(세타가야구 기누타마치 일조방해소송=最判1972年6月27日 民
集26巻5号1067頁 등). 또한 조망이익에 대해서도 이를 법적 보호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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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는 생활이익, 영업이익 또는 재산이익으로서 인정한 판례가 존
재한다(요코스카 노비해안 사건＝横浜地横須賀支判1979年2月26日 下民
集30巻1∼4号57頁 등).

  나아가 근래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폐기물처분장의 설치에 관하여, 

신체권이 침해될 우려나 불안이 있는 경우에, 사전 금지를 인용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 판례에서는 인격권으로서의 신체권의 
일환으로서 양과 질 모두 생존 ․ 건강을 행하는 일 없이 물을 확보할 
권리에 더하여, 평온생활권의 일환으로서 일반 통상인의 감각에 비추
어 식용 ․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는 물을 확보할 권
리가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仙台地決1992年2月28日 判時
1429号109頁).

  이에 대하여 入浜権, 문화재 향유권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관련
된 권리에 대해서는 권리주체나 내용의 불명확성, 구체적인 권리보호 
규정의 결여 등을 이유로 하여 권리성을 부정하는 판례가 적지 않았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연 것이 경관이익을 법률상 
보호할 만한 이익이라고 인정한 쿠니타치맨션 사건 최고재판소 판결이
다(最判2006年3月30日 民集60巻3号948頁). 동 판결은 ｢양호한 경관에 
근접한 지역 내에 거주하고 그 혜택을 일상적으로 향수하고 있는 자는 
양호한 경관이 갖는 객관적인 가치의 침해에 대하여 밀접한 이해관계
를 갖는 자라고 해야 하고, 이 자들이 갖는 양호한 경관의 혜택을 향
수할 이익(이하 ｢경관이익｣이라고 한다.)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
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동 판결은 집단적인 환경
이익에 대하여 개별구체적으로 ｢그 혜택을 일상적으로 향수하고 있는 
자｣를 특정하여, 법적 구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
는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권론의 발전에 입각하여서도, 환경피해의 종래의 
구제 메커니즘이 기후변동피해의 구제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기능한다
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기후변동에 관해서는 종래의 공해 ․ 환경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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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상으로 원인행위의 특정, 인과관계나 위법성의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후변동피해에 관한 인권의 보호는 1차적으로는 입법적 ․ 행정
적 조치를 통하여 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리하여 다음으로 일본의 
기후변동대책법제가 어떠한 책임원칙이나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생각에 
입각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고찰한다.

Ⅲ. 일본의 기후변동대책법제 개요
  일본은 교토의정서의 채택(1997년)으로 1998년에 ｢지구온난화 대책
의 추진에 관한 법률｣(온난화 대책 추진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기후
변동대책에 임하여 왔다. 동법 외에도 각종 기후변동대책관련법이 존
재하는데, 크게 에너지 절약 관련법과 신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관련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온난화 대책 추진법은 지구온난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법률로 ① 정부에 의한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 계획의 책정, ② 
내각에서의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설치, ③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의
한 온난화대책을 위한 실행계획의 책정, ④ 지구온난화방지활동센터나 
사업자 ․ 주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협의회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다.

  둘째, 석유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일본은 타국에 비하여 원래 에너
지 절약 대책에 힘을 기울이고 있어, 이미 1979년에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에너지 절약법)이 제정되어 있다.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은 먼저 에너지 소비효율이 가장 뛰어난 기기(자동
차, 전기기기 등)를 톱 런너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내에 그 이상의 에
너지 절약을 달성할 것을 각 사업자에게 구하고 있고(톱 런너 방식),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의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공표
나 권고실시명령을 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116❘환경법과 정책 제3집(2009. 11)

에서는 중장기적인 에너지 절약 계획의 달성, 에너지 관리자의 선임의
무 등이 부과되어 있다. 나아가 주택의 에너지 절약 향상에 관해서는, 

다수의 주택건축 ․ 판매업자에 대하여 권고 ․ 명령을 행할 수 것 등이 가
능하다.

  또한 1993년에는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재생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너지 절약 ․ 리사이클 지원
법)이 제정되어, 에너지 절약 등에 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저리융자, 

채무보증 등의 재정적 지원을 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셋째, 신에너지의 이용촉진에 관해서는 2002년에 ｢전기사업자에 의
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신에너지의 이용이 의무지워졌다. 또 2009년
에는 ｢非化石 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에너지 
공급사업자에 의한 非化石 에너지원의 이용 및 化石 에너지 원료의 유
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 제정되어, 전기사업자에 대하
여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를 적정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비석화 에너지의 이용을 의무지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바이
오매스의 활용에 관해서는 바이오매스 활용촉진기본법이나 ｢농림어업
유기물 자원의 바이오 연료의 원재료로서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국가의 지원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 저탄소 사회의 구축에는 도시구조의 변혁이 불가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통업무의 종합화 및 효율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기후변동법제는 다양한데, 자주적 대처의 추진
과 행정지도의 활용을 기조로 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온난화대
책관련법에 입각한 명령 ․ 벌칙 규정의 적용은 최종적 ․ 예외적인 수단으
로서 위치지워져 있다. 주된 실효성의 확보 수법은 사실 공표나 권고인
데, 행정처분의 발동은 물론 공표 ․ 권고에 대해서도 거의 실례가 없다.

  또한 배출범위거래, 탄소세와 같은 부담적 경제적 수법은 법제도로



일본의 환경권론의 도달점과 기후변동문제❘117

서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다. 배출량 거래의 본격 도입을 위하여, 참가
를 희망한 기업이 자주적으로 삭감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배출범위를 거래하는 제도가 시행적으로 실시되어 있는 단계에 있다
(국내통합시장의 시행적 실시).

Ⅳ. 금후의 전망
  3에서 본 것처럼 일본의 기후변동대책은 자주적 대처의 추진을 기조
로서 하고 있어, 규제적 수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공해대책의 법
적 메커니즘과는 그 규조가 크게 다르다. 즉 전통적인 공해대책은 환
경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배수기준, 배출기준 등의 규
제치를 두어 사업자 등에 그 준수를 의무지우고, 위반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떠한 공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지가 명확하다. 이에 대하여 기후변동에 관해서는 온실 효과 
가스의 총량 삭감에 대하여, 명확한 책임원칙에 입각한 법적 메커니즘
이 존재하고 있다고는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책임 메커니즘을 확립하려고 하는 경우 참고가 
되는 것이 환경손해법제의 국제적 전개일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2004년에 EU가 채택한 ｢환경손해의 미연방지 및 복원에 대한 환경책
임지령｣이다. 동 지령은 일정한 환경손해에 대하여 원인자에 방지 ․ 복
원조치를 의무지우고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과 함께 시민 ․ 환경단체
에게 참가권 및 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환경손해지령에서 말하는 ｢손해｣란 자연자원에 대하여 중대한 악영
향이나 리스크를 끼치는 자연자원 또는 그 효용의 악화를 가리킨다고 
하고, ① 보호된 생물종 및 자연의 생식지, ② 물, ③ 토지에 대한 손
해가 포함된다. 다만 동 지령에서도 기후변동, 대기에 대한 손해 등은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상한 자연재해 등에 의한 손해에 대
해서는 본 지령의 적용이 제외되어, 확산성 오염에 의한 손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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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특정 사업자의 활동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에만 본 지령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제4조 5항). 이 점은 본 지령의 
前文에서도 강조되어 있고, 모든 환경손해가 책임 메커니즘에 의하여 
복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책임 메커니즘이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
해서는 특정 오염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제도는 손해복원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
고 되어 있다(前文 13항). 그러나 환경손해지령은 생태계 손해도 포함
하여, 폭넓은 환경손해에 관한 책임분담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금후 온실 효과 가스를 대폭 삭감하기 위해서는 규제적 수법의 강화
도 포함한 대책이 불가결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다량의 온
실 효과 가스의 배출행위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독과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행위로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두 번째, 이러한 인식에 서서, 사업자 등의 법적 의무가 명확하게 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책임 메커니즘이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
대 환경손해지령에서는 시민 또는 환경단체가 행정에 대한 조치요구와 
소송을 통하여 법의 집행에 참가하는 대처가 채용되고 있다. 마찬가지
로 기후변동대책에 관한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이나 행정의 규제권한 
불행사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본에서는 먼저 누구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즉 2에서 본 것처럼, 일본에서 환경이익의 법적 보
호는 개개인의 건강 ․ 재산의 보호부터 다수자에 관한 경관의 보호까지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오
랫동안 개개인의 개별적 이익과 집단적 이익,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이 
엄밀히 준별되어, 이를 기준으로 司法 액서스의 가부가 판단되어 왔다. 

쿠니타치 경관소송 최고재판소 판결은 이러한 견해를 전환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예컨대 양호한 자연을 향수할 권리나 자연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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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에서 인정한 판례는 없고, 또 자연보호에 수반하는 개개인의 이익
은 공익에 흡수되는 사실상의 이익이라고 하여 행정소송의 원고적격도 
부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가 온난화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적
격을 인정받고 있지만,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
상의 쟁송이 아니고,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다카라즈카시 파칭코 조례 사건＝最高裁2002

年7月9日判決 民集56巻6号1134頁). 이들의 판단틀에 따르면 시민, 

NGO,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민의 건강,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하여 일정
한 기후변동대책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 국제적으로 보아도 개개인의 개별적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는
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환경이라고 하는 집단적 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시민, 환경NGO 등에 폭넓게 공공이익소송을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즉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제10원칙은 ｢환경
문제는 모든 시민이 참가하는 것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다루어진다｣
고 하여, 효과적인 사법 액서스의 필요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
한 1998년 6월에 채택된 ｢환경문제에서의 정보에 대한 액서스, 의사결
정에 대한 시민참가 및 사법에 대한 액서스에 관한 조약｣(오프스 조
약)은 환경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① 환경정보에 대한 액
서스권, ② 환경에 관한 정책결정에 대한 참가권, ③ 사법에 대한 액서
스권이라고 하는 세 가지 권리를, NGO도 포함하여 모든 시민에게 보
장하고 있다.

  다만 기후변동피해에 대해서는 오프스 조약에 의해서도 반드시 사법 
액서스가 보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오프스 조약은 ① 환경정보
의 비개시 결정, ②동 조약에 의한 참가절차의 보장이 의무지워지고 
있는 각종 인허가, ③ ① ․ ② 이외의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 
액서스의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의 대상에는 환경영향평가
를 요하는 행위가 넓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항목이나 인
허가의 기준으로서 기후변동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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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후변동문제에 관하여 동 조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③에 대해서는 가맹국의 입법재량이 널리 인정되고 있어, 

기후변동 분야에서 어떻게 사법 액서스를 보장하는가는 기본적으로 가
맹국에게 맡겨져 있다. 또 환경손해지령에 입각한 공공이익소송은 이 
③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소송인데, 환경손해의 유무와 그 내용, 인과관
계의 증명, 사업자의 의무 범위의 결정은 행정청에 있어서도 반드시 
용이하지는 않아, 현재로서는 소송의 활용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해지
고 있다.

  그러나 본래 자동차공해에 의한 대기오염소송, 공장배수에 의한 수
질오독소송 등의 전형적인 공해소송도 원인행위의 시정 등에 의하여 
원고 이외의 자의 구제나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면을 갖고 있어, 모
든 환경소송은 많든 적든 공공이익소송으로서의 측면을 갖고 있다. 특
히 기후변동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생명, 재산 등에 관한 권리를 위
협하고,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한 피해이다. 이 점들
에 비추어 보면, 일본에서는 먼저 참가와 공공이익소송을 통한 환경권
의 보장이라고 하는 시점을 법제도에 명확하게 위치지우는 것이 필요
하다.

  이상과 같이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기후변동에 관련된 책임 메커니즘
을 확립하는 것은 용이하지는 않다. 그러나 트랜스 내셔널한 인권으로
서의 환경권의 전개는 전통적인 인권의 생각에 집단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소를 부가하고 있다. 또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법으로서, 정보공개, 참가, 공공이익소송 보장의 필요성과 유효성이 
분명하게 되고 있다. 나아가 환경손해법제의 진전은 글로벌한 환경문
제에 관한 책임 메커니즘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성
과와 과학적인 지견의 진전을 파악하면서, 단계적인 제도 구축을 지향
하여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