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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영국에서 토양오염규제는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EPA 1990)에 Part
2A로 편입된 토양오염규제법제가 실행된 2000년 4월 1일이 되어서야 비로서 시작되었다. 영국정
부로서는 사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오염된 토양을 다시 이용가능한 상태로 되돌
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었으며 또한 과거에 일어난 토양오염에 대해 정화정책과 책임자결정문제
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에 비교적 늦게 토양오염법제가 마련되었다. 영국 토양오염법제의 큰 특
징중 하나는 환경보호법에 추가된 토양오염편이 우리 법제와 비교하면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지
만 기본 골격 입법형식을 띄고 있어서, 법 적용에 필요한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은 환경식품농림
부장관이 발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guidance)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토양오염의 정
의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적으로 하고 있고, 토양오염정화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동
순위책임자들 상호간의 책임면제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영국의 환경보호법상의 토양오염법
제는 그 책임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그 이용이 매우 저조하여, 오염토지의 약 10%만이 동
법제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대부분의 토지오염은 책임의 간결성과 신속성 등의 이유로 도시계획
법제에서 다루고 있다. 영국토양오염법제의 또 다른 특징은 토양오염정화책임을 지는 자를 Class
A와 Class B로 분류하여 책임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Class A책임자들은 오염자부담의 원
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이지만, 우리 법상의 오염자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 될
수 있다. Class A책임자에는 직접적인 오염행위자뿐만 아니라, 오염이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했지만 그 오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소유자ㆍ점유자도 여기에 속하게
된다. 영국법제에서는 현재의 토지소유자ㆍ점유자인 Class B는 Class 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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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는 토양오염과 관련된 헌법소원사건1)을 다루었는데, 그 사
건들중에서는 소위 부영사건 혹은 마산 한국철강부지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에서2)
오염원인자조항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종래의 법적상태를 신뢰한 자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헌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소급입법금지원칙
에 위배되지” 않지만3), “환경오염책임법제가 정비되기 이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
는 민법상의 불법행위규정에 의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데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존재하고, 폐기물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시작된 1970년대 이전까지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토양오염에 대해서 공법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예측하기 어
려웠다. 또, 2002. 1. 1. 이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선
의이며 무과실인 양수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고, 사실상 우선 책
임을 추궁당한 양수자가 손해배상 및 토양정화 책임을 무한책임으로서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은 예측하기 곤란한 중대한 제
약을 사후적으로 가하고 있으면서도, 그로 인한 침해를 최소화 할 다른 제도적 수
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이 2002. 1. 1. 이전에 이루

1)

2)
3)

최근 나온 보고서중 토양오염분쟁사례를 분석한 시의적절한 보고서가 존재한다. 최근의
우리나라 토양오염에 대한 개괄적 자료와 재판기록에 대해서는 박종원ㆍ김현준, 토양정
화책임 관련 분쟁사례 분석 , 한국법제연구원, 2012, 36면 이하.
헌법재판소 2012. 8.23.자 2010헌바28 결정
미국에서도 CERCLA상의 책임이 명문으로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학설과
판례에서 소급효를 인정하였으며, 소급효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절대다수의 연
방판례는 CERCLA상의 소급효는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김성배, “소급적
토양정화책임의 위헌문제”, 환경법과 정책, 제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60
- 61, 68-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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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만으로는 신뢰이익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
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토양환경보전법의 오염자원인조항이 신뢰보호에 위반 된
다고 판단하였다. 마산 주유소사건(혹은 창원 주유소사건)4)에서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오염원인자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하였지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운영자에게 ‘토양오염
을 유발시킨 자’(구법 제10조의3 제3항 제1호)의 책임에 대한 보충책임을 부담시키
는 방법, 토양오염 발생에 관하여 선의ㆍ무과실이고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
우에 한하여 면책하는 방법,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운영자의 책임을 당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시가
범위 내로 제한하거나, 일반적인 책임한도제를 도입하는 방법 등으로 침해를 최소
화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
시하였으며 또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운영자는 사실상 면책
이 불가능한 1차적인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에 이를 정도
로 거액에 이르기도 하는 비용을 그 범위의 제한 없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에서,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될 공익보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의 소유자ㆍ점유자ㆍ운영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클 수도 있다. 나아가, 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ㆍ인수자와는 달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
유자ㆍ운영자에게는 천재ㆍ지변, 전쟁으로 인한 면책만을 허용하고 다른 면책사유
또는 책임 제한수단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ㆍ점유자ㆍ운영
자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두 사건이
외에도, 구 장항제련소사건(대전지방법원 2010.7.7.자 2009아291결정)과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어 심리중5)었지만, 구 장항제련소 주변의 토양오염에 대하
여 국가 주도로 정화책임을 지도록 합의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원고인 LS산전ㆍ

LS니코동제련이 토양정밀조사명령취소사건(2008구합749)을 취하하게 되고, 그에
따라 2012년 11월 19일 위헌법률심판사건도 취하되어서 그 결정을 볼 수 없게 되

4)

5)

헌법재판소 2012. 8.23.자 2010헌바167 결정 (마산 주유소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마
산과 창원이 통합하여 통합창원시가 된 이후에는 창원주유소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건이 발생하고 소송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마산에 위치하고 있었고, 현재 다
수의 학자들이 마산주유소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마산 주유소사건이라고 칭한다.)
2010헌가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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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편, 이에 따라 국가주도로 시행하는 구 장항제련소 오염토양 정화사업의
정화비용은 환경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14년도 287억원 등 약 790억원의 정화
비용과 오염부지 매입비 약 900억원 등 총 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6)이라고 한
다.7) 헌법재판소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자원인자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과
위헌법률심판사건을 검토하면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중에 있던 외국의 토양법
제의 영향의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중에서 그 동안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제청신청인들이 우리 토양법제의 위헌성을 주장하
기 위해서 사용한 영국 토양오염법제를 살펴보고 영국토양오염법제가 우리 토양오
염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영국토양오염법제의 특징과 법제화과정
1. 영국토양오염법제의 특징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로서 역사적으로 많은 오염토지가 존재하였지만 1970
년대 이전에는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규제필요성이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영국에서 오염토양(badland)의 존재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인식하고 있었지만 최근
에 들어서야 토양오염법제를 마련하게 된다.8) 영국에서 토양오염규제는 환경보호
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EPA 1990)에 Part 2A로 편입된 토양오염규
제법제가 실행된 2000년 4월 1일이 되어서야 비로서 시작되었다.9) 영국에서 토양
오염이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지만 토양오염규제가 늦은 이유중 하나는 토양오염이
다른 오염에 비하여 대중들이 쉽게 오염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특성에 기인한다.
6)

7)

8)
9)

국토일보 인터뷰기사, “구)장항제련소 정화사업 완벽 수행에 최선을 다 할터”,
2012.10.29.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7753
김현준, “책임승계인의 신뢰보호와 상태책임의 한계”, 공법학연구 제14권 1호, 비교공법
학회, 2013, 569면.
Stephen Tromans & Robert Turrall-Clarke, Contaminated Land, Thomson, 2008, 5-6면.
영국의 경우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등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적용되게 되며, 실
제 적용규정에 있어서 약간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박용하ㆍ박상열ㆍ양재의, “토양오염지
역의 책임에 관한 우리 나라, 미국, 영국, 독일, 네델란드, 덴마크 법과 제도의 비교 분석
및 우리 나라 정책개선방향”, 환경정책연구, 제3권 2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43-45면. 동 논문은 영국의 토양오염법제를 비교적 일찍 소개하는 몇 안 되는 귀중한 논
문중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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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국정부로서는 사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오염된 토양을 다
시 이용가능한 상태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었으며 또한 과거에 일어난 토
양오염에 대해 누가 그 정화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가 어려운(thorny question)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영국정부는 다수의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거치는 등 수년간의 준비
를 통하여 오염토지의 발견과 그 정화를 위한 법률안작업을 하는데 수년이 걸렸다.
환경보호법에 추가된 토양오염편(Part 2A EPA 1990)은 복잡한 법률과 법률보충
적 행정지침(statutory guidance)로 이루어져 있다. 2009년 1월에 영국 환경청

(Environment Agency)는 잉글랜드의 오염토양에 대한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였
다.10) 동 보고서는 2000년 법률이 시행된 이후 7년 동안의 토양정화실적과 토양오
염법제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복잡한 토양오
염규제법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웨일즈와 잉글랜드의 대부분의 오염토양은 현재
타운과 카운티의 계획법제(planning regime)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
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추산으로는 단지 오염토지의 10% 정도만이 환경보호법의
토양오염편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토양오염편의 저조한 이용이 바
로 영국 토양오염법제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영국의 토양오염법제는 과도하
게 복잡한 제도(extremely complex regime)임은 분명하고 토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계획허가절차(planning permission)를 거쳐야 함이 분명하기에 토양오염문제에 대처
하는데 토지이용계획절차을 이용하는 것은 보다 손쉬운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11)
복잡한 토양오염법제와 토지이용계획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토양오염법
제와 관련된 적은 판례가 축적된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현재까지 영국 환경보
호법의 토양오염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는 2건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두 사
건 모두 주거용토지(residential site)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2007년까지 조사된 토지
의 90%이상의 토지에 이미 주택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대체로 “선의

(innocent)”라고 볼 수 있으며 토양오염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주택소유자
에게 심각한 책임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토양오염은 이미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법률이 사후적으로 ① 토양오염이 발생

10)

11)

Environmental Agency, Reporting the Evidence: Dealing with Contaminated Land in
England and Wales, A Review of Progress from 2000- 2007 of Part 2A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2009.
Susan Wolf and Neil Stanley, Wolf and Stanley on Environmental Law, Routledge,
2011, 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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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지를 확정하고, ② 토양오염의 책임이 있는 자를 확정하며 ③ 책임있는 자들
사이에 정화비용 등을 배분하는 것이다. 영국의 토양오염법제의 주요한 기능은 역
사적으로 이미 과거에 발생한 토양오염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지, 토양오염을 방지하
는 것이 아니다. 토양오염방지는 토양오염법제가 적용되면 점차 부차적으로 달성될
수도 있지만 회의적이다. 영국정부는 토양오염편의 첫 번째 목표는 새로운 토양오
염을 방지하는 것12)이라고 하지만, 토양오염방지에 있어서 토양오염편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2. 영국에서 토양오염과 토양오염법제를 위한 초기의 움직임
(1) 초기의 움직임
영국에서도 대표적인 토양오염사건으로 1970년대의 미국의 러브캐넌사건13)과

1980년대의 네델란드의 Lekkerkerk사건을 예로 들고 있는데, 1976년 Derbyshire의
Loscoe에 위치한 폐쇠된 매립지에서 유출된 매탄가스로 인하여 방가로가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14)

1970년대 이후, 영국정부는 토양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조
사하였지만, 먼저 법적으로 토양오염을 어떻게 정의할지가 문제였으며 심각한 토지
가격하락없이(without property blight) 토양정화를 완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힘들었다.15) 1989년 영국 하원의 환경특별위원회(the House of

Commons Select Committee on the Environment)는 토양오염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법을 긴급하게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하였다.16) 동위원회는 토양
오염책임법제를 신설하는 것이 보험제도, 기간제한, 그리고 소급책임문제등 복잡한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1989년 동위원회의 보고서가
출간된 후, 동보고서의 제안에 따라서 동위원회는 1990년 오염토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동위원회는 오염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
오염에 대한 조사기록은 작성되어야 하고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또한 종합적
12)
13)

14)

15)
16)

Statement of Government Policy, Annex 1, DEFRA Circular 01/2006.
김성배, “브라운필드법의 문제점과 그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31권 1호, 2009, 115면 각
주1.
Susan Wolf and Neil Stanley, Wolf and Stanley on Environmental Law, Routledge,
2011, 336면.
Stephen Tromans & Robert Turrall-Clarke, Contaminated Land, Thomson, 2008, 11면.
Contaminated land, 1st Report, Session 1989-90, HC170,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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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토양오염규제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본 권고안에 따라서 1990
년 환경보호법에 제143조 등록부(s 143 registers)를 포함하는 것이었지만 제143조
등록부(registers)는 불행하게도 좌초되고 만다.17)

(2) 제143조 등록(the section 143 registers)
원래 법안에 의하면, 1990년 환경보호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오염지역에 대한
공적 등록장부를 마련하고 오염토지를 등록하도록 의무지우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
다. 1990년 환경보호법의 제143조(section 143)가 오염토지에 대한 첫 번째 입법시
도였다. 하지만 제143조는 환경보호법안 중에서는 뒤늦게 추가된 조항으로서 상원
에서 3번째 검토에서 추가된 조항이었다. 그래서 본 조항은 거의 영국의회에서 논
의되지도 않았고 엄격한 심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또한 본 조항은 매우 상반된 평
가를 받았으며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었다. 정부의 안의 문제점중에 하나는 정부안
에 의하면 오염토지는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지거나 사용되고 있는 모든
토지”가 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유해한(noxious) 물질로 인하여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토지이용이 토지오염에 해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
오염으로 인하여 인체나 토지에 해를 끼칠 수 없더라도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토지이용이 있었거나 현재 사용되는 경우에는 오염토지로 취급될 수 있었
다. 결국 제14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오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과거 오염유발적으로 사용된 토지는 오염토지대장에 등재해야 하였다. 영국정부
는 제143조의 등록에 대해서 강화된 자문 등을 거쳤으나 반대여론에 의해서 제143
조는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1993년 3월 24일 영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등록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면서 토양오염책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
토를 계속하겠다고 하였다. 제143조는 1995년 환경보호법에 의해 폐지되었고, 제

143조를 포기하는 이유로서 영국정부가 밝힌 것은 아래와 같다.
(a) 제안된 등록제는 실제 토양을 오염시키는 이용있었지는 불문하고 토지이용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 오염되지 않은 토지가 등록되어야 하거나 혹은
실제로 토양이 오염되었지만 오염시키는 이용이 아니었기에 등록대상에서 제외되
는 경우가 있다.

(b) 한번 등록되면 토양정화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등록대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17)

Stephen Tromans & Robert Turrall-Clarke, Contaminated Land, Thomson, 20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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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등록대장에 등제한다는 것이 정화에 따른 잠재적 문제나 정화책임문제를 다
루는 것도 아니었다.

(3) 두 개의 보고서출간 : 과거에 대한 대가(Paying for Our Past)와 오염토지
에 대한 기본체계(Framework for Contaminated Land)
1993년 등록제를 폐지한 결과로, 영국정부는 부처내연구단을 만들어 토양오염문
제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연구단의 임무중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건강
에 해를 끼치거나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토지를 발견하고, 평가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공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조사ㆍ연구하는 것
이었다.18) 동연구단활동에 이어서, 보수당정부에서는 1994년 3월과 11월에 광범위
한 조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과거에 대한 대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오염토지에
대해 어떻게 법제도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불확실
한 내용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보고서는 토양오염법제에 대한 정부의 기
본적 정책철학을 담고 있었다. 그 철학적 바탕은 수용범위를 넘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오염자부담의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을 관철하는 것이고 토지용도에 맞는 적절한 정화조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19) 오
염토지에 대한 법체계라는 보고서는 확고한 정부정책을 선언하고 있었다. 이런 광
범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는 1995년 환경법 제57편을 마련하였다. 본57편은

1990년 환경보호법의 Part2A로 삽입되게 되는데, 동 토양오염편은 78조A부터 78
조YA까지 총 2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토양오염편(Part 2A)는 2000년 4월

1일 시행하게 되었다.
(4) 영국정부의 목표설정
1994년 연구보고서인 “과거에 대한 대가(Pay For our Past)”에서, 영국정부는 토
양오염법제의 목표와 원칙들을 밝히고 있다.20)

(a) 정부는 많은 오염된 토지를 재이용 가능한 상태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
을 인식하였다.
18)
19)

20)

Hansard, col 634 (24 March 1993).
Stephen Tromans & Robert Turrall-Clarke, Contaminated Land, Thomson, 2008, 13 - 14
면.
Susan Wolf and Neil Stanley, Wolf and Stanley on Environmental Law, Routledge,
2011, 3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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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오염토지의 정화기준은 “이용에 적절한 상태”(suitable for use)개념에 기초하
고 있다.

(c) 영국의 토양오염법제는 가장 심각한 토양오염사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
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d) 토양오염법제가 경제와 특정산업군 그리고 토지소유자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e) 토양오염법제의 도입으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비용책임이 명확해 져야 하
고, 오염된 토지가 적절한 시장거래조건하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국정부는 토양정화는 현재 토양에 내재하는 오염으로 인하여 인간과 환경에
실제 해를 끼치고 있고 그 해가 허용불가능한 정도이거나 해를 끼칠 위험이 존재
하며 그 위험이 허용불가능한 경우에만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토양오
염의 정화조치 등이 필요한지를 측정하면서 당해 토지의 실제 사용용도 혹은 미래
의 사용용도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이용허가(planing

permission)가 신청되었을 때는 토양정화의 범위는 주거용이라는 토지이용목적과
이와 연계된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인간건강에 대한 위험을 반영하여야 한
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이용에 적절한 상태”라는 개념은 미국 토양정화책임법제

(CERCLA)21)에서 사용하는 토양정제(polished earth)와 구별된다. 또한 모든 이용목
적에 적절한 상태를 추구하는 다목적 접근방식(multifunctional)을 추구하는 네덜란
드의 방식과도 구별된다.

Ⅲ. 영국 토양오염법제의 기본적 사항
1. 영국 토양오염법제의 기본구조
1995년 환경법(the Environment Act 1995)의 57편은 토양폐기물(Waste on Land)
을 다루는 Part II나 법정생활방해(Statutory Nuisance)를 다루는 Part III에 조잡하게
끼워 넣지 않고 환경보호법에 새로운 편인 Part2A로 삽입되게 되었다. 이렇게 됨
으로써, 78조에서 78조YC라는 조금은 이상한 조문배열이 되었다. 신설된 토양오염
편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방사능으로 오염된 토양에 적용되는

21)

김성배, 앞의 글(브라운필드법), 122 -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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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방사능오염토지규제(the Radioactive Contaminated Land Regulation 2005)22)
가 발효됨으로써 2006년 8월부터 토양오염편의 효력이 방사능토양오염까지 확대되
었다.
영국토양오염법제는 기본법(framework)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복잡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controversial) 상세한 사항(detail)들은 법률보충적
행정규칙(the accompanying statutory guidance)에 의해 보완되기 때문이다. 토양오
염편 제78조YA는 환경식품농림부장관(Secretary of State: 이하 장관)에게 법률보충
적 행정규칙(statutory guidance)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장관은 환
경청(스코틀랜드의 경우 환경보호청)과 장관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부처 혹은 사람
들과 협의한 후에만 이런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물론 장관이 마련한 법률보충적
행정규칙(guidance)도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첫 번재 법률보충적 행정규칙

(statutory guidance: 이하 가이드)은 환경식품농일부 회람(DEFRA Cirtular)형식으로
발표되었다.23) 본 DEFRA회람은 2006년 10월에 DEFRA회람 01/2006 환경보호법

1990년: 토양오염편으로 대처되었다.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은 DEFRA회람의 부속문
서(annex) 3에 포함되어 있고24) 회람의 부속문서 3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은 여러 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25) 2010년 1월 DEFRA(환경식품농무
부:Department for Enviri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 2011년에 현재의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였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
다.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이외에도, DEFRA는 오염토지에 대한 법률적 개념에 대한
행정규칙(non-statutory guidance)을 마련하였다.26) 2006년판 잉글랜드지역에 대한
오염토지규제규정(The Contaminated Land (England) Regulation 2006)은 특별지역

22)

23)
24)

25)

26)

Radioactive Contaminated Land (Enabling Powers) (England) Regulations 2005 SI
2005/3467.
DETRA Circular 02/2000, March, 2002.
2006 DEFR회람(이하 회람)은 5개의 부속문서를 포함하고 있었다. 부속문서 1: 정부정책,
부속문서 2: 오염토지법제에 대한 설명, 부속문서 3: 법률보충적 행정규칙(statutory
guidance), 부속문서 4: 2006년 잉글랜드지역 오염토지규제에 대한 가이드, 부속문서 5:
다른 보충적 입법(supporting legislation)에 대한 설명, 부속문서 6: 용어설명
A장: 오염토지의 정의(the definition of Contaminated land), B장: 오염토지의 확인
(identification of contaminated land), C장: 오염토양의 정화(remediation of contaminated
land), D장: 정화책임의 면제와 정화책임의 분배(apportionment), E장: 정화비용의 환수
(recovery of costs of remediation). 본 회람은 잉글랜드지역에만 적용된다.
DEFRA Guidance on the Legal Definition of Contaminated Land, Jul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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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ites), 불복방법(appeals), 공적등록(Public registers)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27)

2. 토양오염법제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역할분담에 대한 개관
자치구위원회(borough councils), 지역의원회(district councile) 그리고 지방자치청

(unitary authorities)과 같은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ies)는28) 오염토지의 확인과
정화에 있어서 중요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청(Environmental

Agency)은 특별지역(special sites)으로 알려진 매우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관장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지침(technical guidance)의 규정을 집행하고 잉글랜드지
역과 웨일즈지역의 오염토지에 대한 정기보고서(기초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입력
함)를 준비할 책무를 지고 있다.29)
영국법상 토양오염법제는 환경보호법 제III편에서 규율되는 법정생활방해규제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각 규제권자는 각기 지역에 대해서 조사할 책무를 지고
있으며, 규제권은 허가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완수
되어야 하는 정화작업을 특정하는 통지(notice specifying the remedial works)를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화명령통지(remedial notice)를 준수하지 않는 것에는
형사책임(criminal offence)이 부가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토양정화와 관련된 행정조
치를 발동할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고, 폭넓은 불복권한이 주어져 있으며, 정화
통지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과 그 밖에 다른 정보들은 토양오염규제행정기관이 마
27)
28)

29)

The Contaminated land (England) Regulations 2006 SI 2006/1380.
런던 자치구는 현재 32개 존재하며, Metropolitan 지역은 36개 존재하며, 지방자치청은
55개 존재하고 있다.
S 78U 오염 토지의 상태에 대한 적합한 행정청에 의한 보고 (Reports by the appropriate
Agency on the state of contaminated land)
(1) 적합한 행정청은
⒜ 가끔, 또는
⒝ 만약 국무장관이 어느 때에 요구한다면
잉글랜드와 웨일즈 또는 경우에 따라 스코틀랜드 내의 오염 토지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여 발표해야 한다.
(2) 지방정부는 그 적합한 행정청이 위의 (1)항에 따른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목
적으로 요구할 때 적합한 행정청의 서면요청에 따라 그 행정청에 이 항이 적용되는 그
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위의 (2)항이 적용되는 정보는 그 지방정부가 그 지역 내의 오염 토지의 상태와 관
련하여 그 정부가 이 편(Part)에 따른 그 기능의 행사과정에서 취득했거나 취득할 수 있
는 정보를 가질 수 있다고 또는 획득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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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는 정보공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다.

3. 토양오염의 정의문제
(1) 일반적 고려사항: 피해(harm)과 위험(risk)에 중점을 둠
토양오염법제에서 오염토지의 범위와 오염토양과 오염되지 않은 토지를 구별하
는 기준은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토양오염의 개념은 복잡하여서 실무에 있어
서 지방자치단체가 문제된 토양이 오염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환경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영국에서 토양오염개념의 또 다른 특징은 토양오
염의 법률적 정의는 상당부분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에 상세히 정의되어 있으며 법
령보충적 행정규칙에는 법률에서 사용하지 않은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30)
영국은 토양오염법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토양오염대처가 시
작되는 기준을 낮게 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런 결과로 많은 토지들이 불필요하게
오염토지개념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정부는 허용한도를 넘는 위험

(unacceptable level of risk)을 내포하는 오염여부에 기반한 정의개념을 채택하게
된다. 위험정도를 고려한 토양오염개념은 단순히 토양오염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
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소하는 것에 정화의 중점을 두게 되므로 보다 형량적인
접근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방식으로 토양오염을 정의하는 것
이 보다 비례적(proportionate)이고, 불필요하고(unnecessary) 지속가능하지 않는

(unsustainable) 정화조치를 피할 수 있는지에는 논란의 여지도 있으며, 이런 접근
방식은 필연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위험평가(risk assessment)
는 정확한 과학적 평가는 아니다. 오염이 야기하는 위험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
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법적으로 오염된 토지가 되는지 결정하기 위한 요소인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판단(exercise of discretion)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위험평가가 빈틈없는 과학판단이 아니며, 판단여지가
존재한다는 것 자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토양오염결정에 불복하는 일반인

30)

DEFRA Circular 01/2006, Contaminated Land, Annex 1. 더구나 DEFRA가 2008년 6월
에 법적 개념인 토양오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행정규칙(non-statutory guidance)을 발표
하여 토양오염개념의 복잡함을 증가시키고 있다. 2008년에 발표된 행정규칙에서는 토양
오염개념을 직설적으로 설시한 것이 아니라 정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 토지는 내버려 두
고 문제가 되는 토지에만 중점을 두겠다는 정부정책을 반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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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31)

(2) 토양오염의 법률적 정의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정의는 환경보호법 제78조A(2)에 규정되어 있다.

(2) “오염 토지”란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가 보기에 그 지역 내에 있는 어
떤 토지가 그 토지 내(in), 위(on), 또는 아래(under)의 물질로 인하여

(a)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는 중 이거나 그러한 피해가 초래될 현저한 가능
성이 있는, 또는

(b)32) 관리수역(controlled waters)의 오염이 초래되고 있는 중 이거나 또는 초래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이고,
어느 토지가 그러한 토지로 되는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의

(5)항에 의거하여 결정 방식과 관련하여 아래의 78YA33)조에 따라 장관에 의해 발
하여지는 행정규칙(guidance)에 따라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3) 토양오염의 요소
영국토양오염개념에 의하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양오염여부
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토양오염결정은 중앙정부나
환경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에 따르면, 토지가 오염된 토지로 분류되기 위
해서는 2가지 요소가 있다.

(a) 먼저 오염된 토지가 되려면, 어떤 물질(substance)이 현재 토지 내, 위, 또는
아래에 존재하여야 한다. 그 물질은 메탄과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
다.

(b) 단순히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물질이 심각한 피
해를 야기하거나 혹은 그 물질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 같은 현저한 가능성

31)

32)

33)

Susan Wolf and Neil Stanley, Wolf and Stanley on Environmental Law, Routledge,
2011, 342-342면.
(b)의 개념은 2003년 수질법에 대한 제86조개정안에 의하면 (b)부분의 해석을 달라 질
수 있다. 수질법 제86조가 시행되면, 규제수역의 심각한 오염이 초래되고 있거나, 초래될
것 같거나, 심각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로 해석된다.
2006년 스코틀랜드에는 새로운 규정이 효력을 발하고 있다.
환경식품농림부장관(DEFRA)에 의한 행정규칙과 관련한 보충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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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possibility)이 존재하거나, 관리수역의 오염을 초래하고 있거나, 관리수
역의 오염을 초래할 것 같아야 한다.
법률상 개념은 위와 같지만, 불행하게도 영국의 토양오염편도 심각한 피해

(significant harm)나 현저한 가능성(significant possibility)에서 사용되는 중대함
(significant)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법률은 지방자치단
체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령보충적 행정
규칙은 중대함(significant)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이드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법
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허용가능하지 않은 위험을 인간 또는 환경에 야기하는 오염
된 토지만을 토양오염으로 규정하고 있다.34)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에서 규정된 두 단계는 약간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a) 오염원연관성(a pollutant linkage)가 존재하여야 하고
(b) 오염원연관성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거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현저
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

오염원연관성은 심각한 오염연관성

(significant pollutant linkage)이 된다.
(4) 오염원연관성(pollutant linkage)
법률에서는 오염원연관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의해
서 오염원연관성은 토양오염에 있어서 중심개념이 되었다.35) 오염원연관성이 존재
하지 않는 한, 토지가 법적으로 오염토지가 될 가능성은 없다. 오염원연관성은 아
래의 요소들 사이의 연관성이다.

(a) 토지(ground)의 속, 위, 아래의 물질의 존재
(b) 피해수용체(‘receptor’: 피해를 받는 어떤 것)
(c) 물질이 피해수용체와 접촉하고 피해를 야기하는 어떤 경로(pathway)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토지가 오염토지가 되는지 결정하기 전에,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위의 요소들중 한 가지 요
소라도 결여하고 있으며 법률상의 토양오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론
적으로 매우 위험한 물질이 존재하는 토지라도 피해수용체나 피해수용체가 오염물
34)
35)

Stephen Tromans & Robert Turrall-Clarke, Contaminated Land, Thomson, 2008, 34-38면.
id,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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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노출되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토양오염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에 존재하는 오염원에 따라서 하가지 이상의 오염원연관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오염원연관성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며, 오염원연관성은 예를 들면 석면같은 물질이 건물에 존재하거나 하수
도에 존재하기에 존재할 수도 있다.36)

(5) 심각한 오염연관성(significant pollutant linkage)
영국법제에서 오염원연관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그 당해 토지가 법적으로 오
염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과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에 의하면 오염원연관성은
아래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a)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거나
(b) 심각한(significant) 피해가 야기될 현저한(significant)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c) 관리수역의 오염을 초래하고 있거나
(d) 관리수역의 오염을 초래할 것 같은 상태
위에서 언급된 상태가 발생되면, 오염원연관성은 심각한 오염연관성을 만족하게
된다. 어떤 경우가 심각한 오염연관성을 만족시키는 여부는 피해수용체의 취약성

(vulnerability), 오염물질의 야기하는 위험정도(magnitude of the threat), 위험에 노
출된 기간 그리고 예상된 경로를 따라 오염물질이 누출될 가능성 등에 달려 있다.
위에서 언급된 것을 고려하면, 이런 기준들은 위험평가의 요소들을 구성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규정들의 효과는 허용가능하지 않은 위험(심각한 피해)을 인간과
환경에 초래하는 경우만이 오염된 토지를 법적인 토양오염으로 분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규정은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문제된 토지에 의해 야기된 위험
이 허용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수행하도
록 하고 있다. 규제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은 오염토지와 관련한 법령보충적 행정규
칙에 부합하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규제행정기관이 행정규칙에 부합하게 행
동해야 한다는 사실은 문제된 토지가 토양오염으로 규제되어야 할 토양오염으로
확정할 때에 오염된(contaminated) 것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규제기관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37)

36)

Susan Wolf and Neil Stanley, Wolf and Stanley on Environmental Law, Routledge,
2011, 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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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 심각한 피해, 심각한 피해의 현저한 가능성의 개념
피해, 심각한 피해, 심각한 피해의 현저한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토양오염에서 중
심되는 개념요소이다. 환경보호법 토양오염편 78조A(4)는 피해를 광범위하게 정의
하고 있다. 어떤 피해가 심각한 피해가 되는지는 더욱 어려운 문제이며 본 문제에
대해서 법률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의존하고 있다.

1) 피해 및 피해수용체
피해는 환경보호법 토양오염편 제78조A(4)에 “(4) “피해(harm)”란 생물들의 건강
에 대한 피해 또는 생물들이 그 요소를 이루는 생태계에 대한 다른 방해

(interference)을 의미하고, 사람의 경우에는 그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폭넓은 의미로 규정된 법률상의 피해의 개념도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에 바탕을 두고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참고로 해서 피
해개념을 해석하면, 특정한 피해수용체에 대한 특정한 종류의 피해만이 고려대상이
라는 것이 분명해 진다. 행정규칙은 피해를 입는 상태를 만족시키는 피해수용체를
나열하는 별표A(table A)를 사용하고 있다. 별표A는 제한적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피해수용체를 인간중심적(anthropocentric)으로 해석하고 있다.38)

2) 별표A의 피해수용체39)
- 인간
-

모든

생태계

또는

특정한

구역에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명체(living

organism). 특정한 구역은 다른 환경보호법규나 자연보호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지
역에 한정된다. 예를 들면, 1981년 야생동식물 및 교외지역법에 의해 보호되는 지
역과 특수한 과학적 관심이 있는 지역, 국립자연보호구역과 조류보호구역등이다.

- 작물이 재배되는 토지가 식용동물과 다른 애완용 동물의 사료를 생산하는 경
우, 야생동물의 경우는 야생동물의 사냥의 대상이나 낚시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피해수용체로 간주한다.

- 건물형태의 부동산(property in the form of building)

37)
38)
39)

id, 343면.
id, 344면.
참조 Table A, A.26, annex 3, Circula 200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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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사용되는 토지용도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다른 토지의
현재 용도를 기반으로 하여 별표A에서 언급된 피해수용체이외에 어떤 다른 것들
도 피해의 발생체로 고려해서는 안되며, 현존하지 않을 것 같은 피해수용체는 무
시해야 한다.

3) 심각한 피해
특정한 피해수용체에 발생한 피해가 심각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방자
치단체는 별표A를 참고한다. 별표A는 피해수용체별로 어떤 경우가 심각한 피해인
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사람의 경우에는 사망, 질병, 심각한 부상(serious

injury), 유전적 돌연변이, 선천적 장애(birth defect), 생식능력의 손상 등이 심각한
피해로 여겨지고 있다. 작물에 대한 피해로는 행정규칙에서는 상당한(substantial)
작물가격의 하락을 예로 들고 있으며, 건물에 대한 피해도 상당한 가격하락을 예
로 들고 있다. 자연보호지역에 대한 심각한 피해는, 자연보호지역의 중요한

(substantial)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기능의 중대한 악화 혹은 회복불가능한
악화(adverse change)등을 요건으로 행정규칙은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심각한 피해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과학을 바탕으로 한 위험평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평가작업을 수행할 때는 해당 토지의 특정한 정보뿐
만 아니라 독성학적 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작업을 수행
할

때는

중앙정부가

마련한

오염토양노출평가(Contaminated

land

exposure

assessment: CLEA)와 같은 행정기술지침(technical guidance)에 의존하여야 한다.40)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과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안정청(Food Standards Agency),
수질오염과 관련해서는 환경청(Environment Agency), 생태계관련 문제에서는 잉글
랜드자연환경청(Natural England)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자문을 구할 수 있
다.41)

4) 심각한 피해의 현저한 가능성(Significant Possibility of Significant Harm:
SPOSH)
현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더라도, 규제기관이 심각한 피해가 존재한
현저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행정규칙은 별표B(Table B)는 규제행정
40)
41)

Stephen Tromans & Robert Turrall-Clarke, Contaminated Land, Thomson, 2008, 38-40면.
Susan Wolf and Neil Stanley, Wolf and Stanley on Environmental Law, Routledge,
2011, 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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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관련된 위험의 규모의 중대성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된 위험

(relevant risk)이 의학적으로 허용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체피해의 심각한 가능
성이 존재하게 된다. 반대로, 인간이 아닌 피해수용체의 경우에는 위험평가결과 심
각한 피해가 발생할 현저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심각한 피해의 현
저한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관한 행정지침(guidance)은 복잡하고 기술적인
것이며, 규제행정기관은 개별 분야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참조하여 때로는 매우 어
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관리수역에 대해 위험(threat)을 가하는 오염에 대
해서는 가능성균형심사평가(balance of probabilities risk assessment)가 실시된다. 이
때 예상되는 피해는 유입된 오염원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수역에 대해 유독한

(poisonous), 유해한(noxious), 또는 오염적(polluting) 영향을 포함한다.42) 규제행정
기관은 대지의 한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당해 토양이 오염되었는지를 판단하면서
종합적 영향(combined impact), 복합적 효과(cocktail effect)를 고려할 권한이 있다.
하나의 필지(parcels of land)이상의 토지에서 발생되는 종합적 영향을 고려한다는
것은 독립된 토지에서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지만 종합적인 평가에서 위험이 발생
한다면 법적으로 오염토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43)

4. 적합한 책임자 (the appropriate person)
토양오염정화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를 정하는 것과 정화비용을 다수의 책임자
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은 토양오염법제에서 논쟁(contentious)이 많이 있는 분야
이다. 정화비용에 대한 책임분배는 적합한 책임자(appropriate person)개념에 달려

42)

43)

78X 부칙 (Supplementary provisions)
(2) 지방자치단체가 보기에 그 지역 바깥에 있지만 인접하거나 인근에 있는 어떤 토지가
그 토지의 내, 위, 아래에 있는 물질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거나, 그러한
피해가 초래될 현저한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관리수역의 오염이 초래되고 있거나 초래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a) 그 정부는 이 편에 따른 기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그 토지가 마치 그 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인 것처럼 다룰 수 있다. 그리고
(b) 이 항을 제외하고, (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어떤 위임, (ⅱ)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위임은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항은 사실상 그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
는다.
Susan Wolf and Neil Stanley, Wolf and Stanley on Environmental Law, Routledge,
2011, 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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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4).

(1) 오염자부담의 원칙(the polluter pays principle)
제78조F(2)는 적합한 책임자를 “(2) 이 조의 다음의 조항들에 따라 물질들 또는
물질들 중 어떤 것을 그 토지 내, 위, 아래 존재하도록 야기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방치한 어떤 사람 또는 그 사람들 중 어떤 자가, 문제의 오염 토지가 그러한 토지
라는 이유로, 적합한 책임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핵심은 토지오
염을 시킨 자에게 기본적인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부담시킴으로써 오염자
책임의 원칙을 관철하고자 한 것이다. 오염자의 책임은 그 자가 야기하거나 알면
서 방치한 특정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만 관련이 있다.45) 즉, 정화조치의 대상은 오
44)
45)

Stephen Tromans & Robert Turrall-Clarke, Contaminated Land, Thomson, 2008, 147면.
78F조 복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적합한 자의 결정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person to bear responsibility for remediation)
(1) 이 조는 집행당국이 특정한 경우에 복원수단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결정한 특정한 일
들에 대한 책임을 부담 할 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효력이 있다.
(2) 이 조의 다음의 조항들에 따라 물질들 또는 물질들 중 어떤 것을 그 토지 내, 위,
아래 존재하도록 야기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방치한 어떤 사람 또는 그 사람들 중 어떤
자가, 문제의 오염 토지가 그러한 토지라는 이유로, 적합한 사람이 된다.
(3) 어떤 사람은 그가 문제의 오염 토지 내, 위, 또는 아래에 존재하도록 야기한 또는
알면서도 방치한 물질들과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 복원 수단으로 행해져야 할 일들과
관련하여만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4) 만약 합당한 조사 후에 위의 (2)항에 따라 복원수단으로 행해져야 할 일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적합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없다면, 문제의 오염 토지로 될 당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적합한 사람이 된다.
(5) 만약 위의 (3)항의 결과로 합당한 조사 후에 위의 (2)항에 의해 적합한 사람으로 인
정되는 자가 없다는 것과 관련하여 복원수단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 있다면, 문제의 오염
토지로 될 당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러한 일들과 관련하여 적합한 사람이 된다.
(6) 이 항외에, 2인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복원수단으로 행해져야 할 특정한 일들과
관련하여 적합한 사람들이 될 경우에, 집행당국은 국무장관에 의한 결정에 따라 발하여
지는 지도에 따라 그들 중 어떤 이들이 그 일과 관련하여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다루어져야 할지, 만약 그렇다면 누가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7) 2인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복원수단으로 행하여지는 특정한 일들과 관련하여 적합
한 사람일 경우, 그들은 국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발하여진 지도에 따라 집행당국에 의해
결정된 비율로 그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8) 위의 (6)항 또는 (7)항의 목적으로 발하여진 지도는 아래의 78YA조에 따라 발해져야
한다.
(9) 어느 토지 내, 위, 또는 아래에 있는 어떤 물질(“물질 A”라 지칭)을 야기하거나 알면
서도 방치한 자는 이 항의 목적으로 물질 A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반응 또는 생물학
적 과정의 결과로 그곳에 있게 되는 어떤 물질을 그 토지의 내, 위, 아래에 있게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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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자(적합한 책임자)가 야기하거나 기여한 물질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46) 결과적으
로 문제된 오염토지에서 발견된 각각의 심각한 피해관련성을 따로 검토해서 책임
을 결정해야 한다. 제78조K는 다른 토지로 오염이 유출되어 다른 토지를 오염시킨
경우에도 그 자가 적합한 책임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47)
규제행정기관은 토지 내, 위, 아래에 오염을 야기하는 물질을 초래하거나 알면서
방치한 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토지는 오랜 세월동안 소유주가 변동되어
왔으며,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어 왔기에 오염원인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또한 오염원인자를 결정하는 것은 오염을 야기(causing)한 것과
알면서 허용하는 것(knowingly permitting)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연관되어 있다.
법률에서 규제기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규제기관이 오염원인자를 찾는데 적절한 조
사(reasonable inquiry)를 하라는 것뿐이다. 어떤 정도의 조사가 적절한 수준의 조사
인지는 사법부의 심사대상으로 남아 있다.48)

(2) 소유자/점유자로 책임이전
2006년 회람에 나타난 영국정부의 정책을 보면, 매번 오염원인자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규제기관이 적절한 조사

46)

47)

48)

을 초래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허용했다고 또한 간주되어야 한다.
(10) 복원수단으로 행해져야 할 일은 문제의 그 일이
⒜ 그 물질이 어떤 양으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말미암아
⒝ 특정한 자가 존재하도록 야기하거나 알면서도 존재하도록 방치한 물질의 양만으로
말미암아는 행해질 필요가 없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의 목적으로 어떤 물
질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어떤 사람은 그가 문제의 오염 토지 내, 위, 또는 아래에 존재하도록 야기한 또는 알
면서도 방치한 물질들과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 복원 수단으로 행해져야 할 일들과
관련하여만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78K조 다른 토지로 누출되는 오염물질과 관련한 법적 책임 (Liability in respect of
contaminating substances which escape to other land)
(1) 어떤 토지 내, 위, 또는 아래의 어떤 물질을 야기하거나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은 그
것이 누출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어떤 토지 내, 위, 아래에 그 물질들이 존재하도록 초
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이 편(Part)의 목적으로 또한 간주될
수 있다.
(2) 아래의 (3)항과 (4)항은 어떤 물질들이 그것들이 어떤 사람이 그것들을 존재하도록
야기하거나 알면서도 방치한 다른 토지로부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누출의 결과로
서 어떤 토지(이 조에서는 “토지 A”로 지칭)의 내, 위, 또는 아래에 존재하거나 존재했
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적용된다.
Susan Wolf and Neil Stanley, Wolf and Stanley on Environmental Law, Routledge,
2011, 3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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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한 후에도, 오염원인자를 찾아내지 못하였다면 정화책임은 토지가 오염되었
을 당시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정화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이전되고, 그 자가 적합한 책임자가 된다.49) 다만, 다른 오염이 아니라 수질오염에
의해서 토지오염이 되고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환경보
호법상에 토양오염편이 추가되기 이전에 존재한 수질오염책임문제가 적용될 가능
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 A단계 책임자와 B단계 책임자 (Class A and Class B persons)
행정지침(법령보충적 행정규칙: guidance)에서는 적합한 책임자를 Class A(오염행
위자: polluter)와 Class B(소유자/점유자)로 분류하여 두 종류의 책임자그룹으로 구
별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기본적 책임은 소위 Class A 책임자가 지게 되며, 규
제기관이 Class A에 속하는 책임자를 찾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Class B 책임자
에게 전환된다. 행정지침에서 두 개의 책임그룹으로 분류하지만, 실제 많은 경우에
현재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토지내에 오염물질을 알면서 허용하였거나 야기하였다
면 그들은 Class A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Class A의 책임은 그자가 야
기하거나 알면서 방치한 현존하는 특정물질에 상응하는 책임이다. 즉, 적합한 책임
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정화행위는 그 책임자가 기여한 물질과 관련성이 있는 부
분에 한정된다.50)

(4) Class A 책임자: 오염을 야기하거나 알면서 방치한 자.
1) 야기한 (causing)
야기한(causing) 것과 알면서 방치한 것이라는 용어는 영국법에서는 환경책임을
결정하는 기초로서 100년 이상 사용되었던 개념이다. ‘오염을 야기한 것’은 고의ㆍ
과실과 상관없이 엄격(strictly)하게 해석되어진다. 제78조F(2)의 적합한 책임자는 오
49)

50)

78F조 복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적합한 자의 결정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person to bear responsibility for remediation) (4) 만약 적절한 조사 후에 위의 (2)항에
따라 복원수단으로 행해져야 할 일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적합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없다면, 문제의 오염 토지로 되었을 당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적합한 사람이
된다.
78F조 복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적합한 자의 결정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person to bear responsibility for remediation) (3) 어떤 사람은 그가 문제의 오염 토지
내, 위, 또는 아래에 존재하도록 야기한 또는 알면서도 방치한 물질들과 관련이 있는 한
도 내에서 복원 수단으로 행해져야 할 일들과 관련하여만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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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을 야기하거나 야기하고 있는 운영활동(active operation)에 연계되어 있거나 연계
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탱크, 파이프, 케이블 등을 유지하면서, 이로
부터 오염이 유출되었다면 탱크 등을 유지(maintaining)하고 있는 것이 책임을 지
게 하는 운영활동에 해당하게 된다. 때로는 토지 내 혹은 아래의 오염을 현존하게
한 자가 복수로 존재할 수도 있다.51) 일단 규제행정기관이 토양오염을 인지하게
되면, 토양오염이 발생한 당시의 토지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오염을 야기한 것으로
추정(presumed)된다. 만약에 이런 추정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오염을 야
기한 것을 밝히는 것은 토지소유자 혹은 점유자의 책임(onus)이다. 또한 중요한 것
은 토양오염에 있어서 적용가능한 최신기술의 이용(best practice)한 것은 책임을
면제하는 방어수단이 될 수 없다. 토양오염을 야기한 책임은 엄격(strict)책임이지
만, 영국토양오염법제는 책임부담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수단들을 두고 있
다.52)

2) 알면서 허용하는 것 (Knowingly permitting)
정부에 의하면, 알면서 허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문제된 특정 물질이
토지 내, 위, 아래에 존재하였지에 대한 인식(knowledge)과 그 물질이 있는 상태를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한다.53) 제78F조

(2)의 알면서 방치한 것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오염이 존재한다는 것과 오염을
방지할 힘54)이 있다는 두 개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해석은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물질이 토양오염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책임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이미 수질오염분야에서 추정적 인식(constructive

knowledge)로 충분하는 것이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토양오염에 있어서 어떤 물
질이 토지에 현존하는지 책임자가 알고 있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보다 어려운 문
제이다. 왜냐면, 토양오염은 다른 오염에 비하여 아주 오래된 과거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55)

51)

52)
53)
54)
55)

예를 들면, 지하에 저장탱크를 매설할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업자가 있고, 그 탱크로
부터 토지가 오염된 경우.
예를 들면, 적합한 책임자들사이에 정화책임을 분배하는 것
Hansard HL col 1497 (11 July 1995).
예를 들면, 오염물질을 토지에서 제거하는 것 등
Stephen Tromans & Robert Turrall-Clarke, Contaminated Land, Thomson, 2008, 155-15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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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소유자ㆍ점유자의 책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약 토지소유자ㆍ점유자가 토지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을
야기하거나 알면서 허용하였다면 토지소유자ㆍ점유자도 Class A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나 점유자는 그들이 토지를 소유ㆍ점유해서 책임
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실상(effectively) 오염자(polluter)가 되기 때문에 책
임을 지는 것이다.56) 아무런 잘못이 없는(innocent) 토지소유자라도 만약 Class A
책임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에는 책임을 지게 된다.57) 수개의 오염물질에 의해 토
지가 오염된 경우에는, 현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가 모든 물질 혹은 어떤 물질
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의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가 모든 물질이 아니라 특정의 물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관계가
성립된 물질에 대해서만 Class A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 외의 물질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ㆍ점유자는 당해 물질에 대한 Class A책임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Class B 책임자로서 책임을 질수도 있다. 토양오염편 제78조A에서 규
정된 소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rent)를 받을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한
다.

그러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저당권자(mortagee)와 파산집행인

(insolvency practitioner)은 소유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58) 영국법령에는 점유자에
56)

57)

58)

영국법제에서는 부지소유자, 거주자, 점유자에게도 토양오염부지의 조사비용부담을 시키
고 있다. 박용하ㆍ박상열ㆍ양재의,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제고를를 위한 환경정책의 고찰”, 환경정책연구, 제5권 2
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38면.
78F조 정화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적합 당사자의 결정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person to bear responsibility for remediation) (4) 만약 합당한 조사 후에 위
의 (2)항에 따라 정화수단으로 행해져야 할 일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적합 당사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없다면, 문제의 오염 토지로 될 당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적합 당
사자가 된다.
78X 부칙 (Supplementary provisions) E+W
(3) 관련자의 자격으로 행하는 사람은
(a) 이 편에 따라 정화 수단으로 어떤 일을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그 작업이
문제의 오염 토지 내, 위, 아래에 존재하는 물질과 관련되는 한도 내에서 그 사람
에게 그렇게 할 자격을 주는 것이 불합리한, 그 사람에 의해 행해진 행동이나 누
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라 개인적으로 부담해서는 아니 된다.
(b) 준수하지 못한 요건이 그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이유로 특정한 일을 해야 할 요건이 아니라면 위의 78M조에 의해서 또는 그에
의거하여 유죄판결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의 (3)항에서, “관련자의 자격으로 행하는 사람”은
(a) 1986년 도산법 388조의 의미 내에서 파산집행인으로 역할을 하는 자(그 법의 421
조하에서 만들어진 어떤 명령에 의해서 파산 파트너쉽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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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Ⅳ. 정화비용의 배분과 책임배제
1. 정화비용의 배분과 책임배제의 원칙
적합한 책임자들를 확정한 이후, 규제기관은 반드시 각자의 책임자에 대한 정화
비용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영국에서도 토양오염편은 복잡한 법률이지만, 정
회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법제도는 더욱더 복잡하고 책임범위확정에 대한 것은 법
률보충적 행정규칙인 2006년 회람(Circular 01/2006)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법률보
충적 행정규칙에서는 규제행정기관은 반드시 아래의 절차에 의해서 정화책임을 배
분하도록 하고 있다.59)

(a) 당해 토지에 발생한 심각한 오염연관성을 확인할 것.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
이상의 심각한 오염연관성이 존재할 수 있다.

(b) Class A 책임자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할 것. Class A 책
임자는 자신이 야기하거나 알면서 방치한 물질과 관련해서만 Class A 책임을 진
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 이상의 심각한 오염연관성이 존재하고 두 명 이상의

Class A 책임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c) 만약 Class A 책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관련된 심각한 오염연관성을 지
니고 있는 Class B 책임자들을 확인할 것.

(d) 책임자그룹에 속하는 어떤 자가 법률보충행정규칙에서 규정한 배제조항을
적용하였을 때 책임이 배제되는지를 결정하라.

(e) 배제된 자를 제외하고 남아 있는 책임자가운데서 정화비용을 배분하라.

59)

을 포함한다)
(b) 만약 그 조의 (5)항이 무시된다면 1986년 도산법 388조의 의미내의 파산관재인으
로 행동할 것으로 간주될 자격으로 행하는 관재인
(c) 관재인 또는 관리자로 행하는 관재인
(d) 1986년 도산법 177조 또는 370조에 따라 특별관리인으로 행하는 자
(e) 압류에서 상임의 또는 임시의 신탁관리자로 행하는 파산 청산인
(f) (ⅰ) 어떤 법률에 의해서 또는 (ⅱ)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또는 다른 수단(법률문
서)에 의한 그의 지명으로 인해서 관재인 또는 관재인 겸 관리자로서 행하는 자
를 의미한다.
DEFRA, Circular 01/2006, Contaminated Land, Anne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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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서, 영국법제에서 어떤 자가 적합한 책임자가 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정화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면 영국법제에
서는 정화책임자그룹을 확정한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 중 어떤 자가 책임
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60)

2. 책임의 배제(Exclusion of liability)
영국정부의 관점에서는 Class A 또는 Class B로 확정된 자들중에서는 그 자에게
정화책임을 지우는 것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래서 제78조

F(6)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6) 이 항외에, 2인 또는 그 이상의 자들이 정화수단으로 행해져야 할 특정한
일들과 관련하여 적합 당사자가 될 경우에, 집행당국은 환경식품농무부장관에 의한
결정에 따라 발하여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따라 그들 중 어떤 자들이 그 일
과 관련하여 적합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다루어져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인 회람은 책임배제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여러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Class A와 Class B에 적용될 배제검토사항(exclusion test)
을 확립하고 있다. 유념할 점은 Class A와 Class B책임자의 재정상태(financial

circumstances)는 본 배제여부결정에 있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즉 책임자의 경제
능력과 재정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배제심사를 통하더라도 적어도 한
명의 책임자는 반드시 남겨져 있어야 한다. 회람에서는 본 배제심사의 목표는 책
임자그룹에 속한 자중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정의 자가 책임분담을 하는 것
이 공평(fair)한 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아래에서 논의될 책임배제심
사를 적용한 후, 어떤 자의 책임이 배제된다고 하면 그 자는 그때부터 적합한 책
임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61)

3. Class A 책임자의 책임배제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은 Class A 책임자중에서 책임이 배제되는 자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6단계의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60)

61)

Susan Wolf and Neil Stanley, Wolf and Stanley on Environmental Law, Routledge,
2011, 364면.
id, 3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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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의 심사기준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유념해야 할 것
은 규제기관이 아래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면서, 모든 책임자들의 책임을 배제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적어도 한명의 책임자는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한다.

6단계 배제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a) 심사 1: 본 단계심사의 목적은 특정된 배제되는 행위의 수행으로 인하여
Class A 책임자가 된 책임자의 책임을 배제시키는 것이다. 특정된 배제되는 행위
는 매우 길게 규정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대출기관(mortgage lender)와 기타의 금
융기관(other providers of finance), 보험업자(insurance underwriter), 그리고 기술자
문서비스 공급자ㆍ법률자문서비스 공급자ㆍ과학자문서비스 공급자등이다.

(b) 심사 2: 본 단계심사의 목적은 이미 오염토지의 정화비용을 지불한 자의 책
임을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불은 통상 토지가 매매될 때, 판매자(vendor)
가 정화비용 때문에 매매대금을 할인하거나 매수인에게 정화비용을 지불한 경우에
일어난다.

(c) 심사 3: 본 단계심사의 목적은 문제된 오염에 대한 정보를 밝히고 토지를 매
매한 자의 책임을 배제하고자 한다. 왜냐면, 오염정보가 밝혀지고 매매가 이루어졌
다면, 오염정화비용을 매수자가 감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심
사에서는 매수인이 거대한 회사(commercial organisation)이거나 공공기관인 경우에
는 흥미로운 소급효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990년 1월 1일부터는 거대한 회사나
공공기관의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토지상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방치한 것은 일반적으로 토지오염에 대한 정보가 밝혀 진 체로 토지매매
가 이루어졌다는 충분한 표시(sufficient indication)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d) 심사 4: 본 단계의 심사는 만약 오염물질이 현재 토지에 존재하지만, 이는
순전히 나중에 예견할 수 없었던 다른 자의 오염물질의 반입ㆍ유출등(introduction

of substance)으로 인해서 심각한 오염연관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오염물질이 현
재 토지에 존재하도록 한 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e) 심사 5: 주로 인접한 토지 등 다른 토지로부터 물질이 유입되었기에 당해 토
지가 오염되었고 그 유입은 다른 책임자가 야기한 경우를 입증한 책임자의 경우에
는 그 책임을 배제한다.

(f) 심사 6: 다른 자(향후 개발업자)가 관련된 경로(pathway) 혹은 피해수용체
(receptor)를 향후에 도입(introduction)시킴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책임자의 책임
을 배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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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서 규정한 배제심사는 상세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다. 특
히, 심사2와 3과 관련해서, 적합한 책임자로 분류된 자가 심사를 통해서 책임을 배
제받기 위해서 만족시켜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책임자들이 정화책임부담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고, 규제기관에 합의된 사항을
알려왔다면, 합의된 사항과 조건들은 규제기관이 마련한 어떤 책임부담안보다 우선
한다. 다만, 그 합의안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허위(sham)ㆍ엉터리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 허위의 합의안의 예는, 합의안이 책임을 특정의 자에게 이전
시키고 있는데, 그 책임을 인수한 자가 결과적으로 곤란(hardship)에 처하게 되어서
규제기관이 그 자에 대해서 정화통지(remediation notice)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
둘 이상의 연관 기업(related companies)들이 하나의 책임그룹에 존재하는 경우에
는 책임배제심사에서는 하나의 책임자로 취급된다. 또한 정의의 관점에서, 책임자
그룹에서 각 책임자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책임배제심사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62)

4. Class B의 책임배제
Class B 책임배제심사는 두 명이상의 Class B 책임자가 적합한 책임자로써 존재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사람
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Class B 책임자가 점유자 혹은 임차인으로 임료를 지불하
지만 토지에 대하여 장기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서 정화작업으로 인한 혜
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 책임이 배제된다. 하지만 이 원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모든
책임자가 배제된다면 본 심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오염토지에 대해 경제적 이
해관계가 없는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규제기관이 정화통지를 하기 전 잠재적 논란성(potential hardship)을 고려하는 경우
가 대부분일 것이다.

5. 적합한 책임자사이에
appropriate persons)

정화비용의

분담(apportioning

costs

between

일단 정화책임배제심사가 모두 적용된 이후, 규제기관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정화비용배분에 대해서 정하여야 한다.63) 책임배제심사후에도 책
62)

Stephen Tromans & Robert Turrall-Clarke, Contaminated Land, Thomson, 2008,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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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로 남아 있는 Class A인 오염자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원칙은 각 책임자가 야
기하거나 문제된 심각한 오염연관성에 의해서 현재 초래되고 있는 위험(risk)에 상
응하는 각자의 책임부분이 반영되도록 책임배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배분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적 개념인 야기한 것(causing)과 맞지 않고 또한 여
기서 과실(negligence)은 관련 없는 요소인 것과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 사
실로 인하여 규제기관이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는 주관적(subjective) 평가
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화비용을 배분하면서 규제기관은 각 책임자의 오염토
지의 점유기간과 오염물질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정확
한 평가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ㆍ기록의 획득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다.
평가에 필요한 신뢰할 만한 합리적 분량의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였다면, 규제기관
은 정화비용을 배제되지 않은 Class A 책임자 혹은 Class B 책임자들 사이에 공평
하게 균분하게 될 것이다.64)

Ⅴ. EU 환경지침과 기타 관련법제
1.

EU 환경책임지침의 적용(Implementing
Directive)

the

Environmental

Liability

(1) 2009년 환경피해 예방과 규제 규정 (영국의 환경책임법)
오염토지에 대한 책임을 분석하면서, 토양오염과 관련되는 2009년 환경피해 예
방과

구제

규정(the

Environmental

Damage

(Prevention

and

Remediation)

Regulation 2009)의 관련조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65) 동 규정은 수질오염, 보호종
에 대한 피해, 자연서식지 문제등 다양한 환경분야에 적용된다. 2009년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규정의 시행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왜냐
면, EU 환경책임지침 2004/35/EC은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에게 2007년 4월 30일까
63)

64)
65)

78F조 정화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적합 당사자의 결정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person to bear responsibility for remediation) (7) 2인 또는 그 이상의 자가
정화수단으로 행하여지는 특정한 일들과 관련하여 적합 당사자일 경우, 그들은 환경식품
농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발하여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따라 집행당국에 의해 결정
된 비율로 그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Stephen Tromans & Robert Turrall-Clarke, Contaminated Land, Thomson, 2008, 128면.
Environmental Damage (Prevention and Remediation) Regulation 2009 (SI 200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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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U 환경지침의 요구사항을 법제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2008년 6월 26일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영국을 비롯한 9개의 회원국이 위의 요구
사항을 미이행하고 있으므로 위반제재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 2004년
환경책임지침은 오랜기간을 통해서 제정된 것이다. 동 지침의 사상적 기반은 1993
년 유럽위원회가 녹서를 발간되면서 형성되었다. 그 후 17년이 지난 후 2000년에
유럽위원회는 백서를 출간하였고 첫 번째 지침안을 2002년에 마련하였다.66) 2004
년 환경책임지침(LED)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을 때 이미 1990년 환경보호법에 추
가된 토양오염편이 시행되고 있었다. 2004년 환경책임지침은 회원국에게 특정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유
럽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는 동 환경책임지침의 주요한 목적은 오염자부담의 원칙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첫 번째 유럽법률
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동지침에서

유럽지침을

법제화하는

국내법규

(regulations)는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만을 다루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식
품농림부에 의하면, 2009년 규정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지방의 환경오염의 1%미만을
다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67)

(2) 예방과 구제
2009년 규정의 제2편은 환경피해에 대한 급박한 위협(imminent threat)이 존재하
는 경우 행정기관(public authorities)은 운영자(operator)등에게 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에 운영자가 사
태예방조치를 하지 않거나 실패한 경우, 행정기관은 적절한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고 향후에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토양오염이 일어난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규정의 제3편에 의해서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책임있는 운영자가 있는 경우
에는 복구(remediation)조치를 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다. 또한 동 규정은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직접 복구조치를 실시하고 그 피해를 야기한 운영자에게 그 비용을 구
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유럽 지침과 규정의 주요한 목표는 환경피해의 예방과 환경피해복구이지 개
66)

67)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on Environment Liability. COM(2000) 66 final, 9
February 2000.
DEFRA in-depth Guide, The Environmental Damage Regulations: Preventing and
Remedying Environmental Damage, updated November 2009. http://archive.defra.gov.uk/
environment/policy/liability/pdf/quick-guide-regs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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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피해에 대한 구제가 아니기에 동 유럽지침과 규정은 새로운 보통법상의 권리
를 창설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동 규정에는 환경피해에 의해서 악영향을 받는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환경보호단체는 규제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게 피해가 발생
한 경우 규제권한을 발동하거나 대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개인이나 단체
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결정과 규제권한 미발동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유럽환경지침ㆍ2009년 규정은 두 가지 형태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3) 환경관련 인ㆍ허가대상 행위와 엄격책임
아래의 예시하는 환경관련 인허가 대상행위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는
엄격책임이 적용된다. 동규정은 유럽지침 부석서 III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 야기한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엄격책임을 부과하고 있다.68) 직업적 수행에 관해
서 유럽지침이 언급하는 다양한 유럽의회법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살펴보면 아
래와 같다.

- 통합 오염방지규제지침(the Intergrated Pollution and Prevent Control Directive)
하에서 환경허가ㆍ인가(permit)가 필요한 행위들69)

- 환경허가ㆍ인가를 요하는 폐기물관리처리행위
- 유전적 변형 유기물과 미생물과 관련된 행위
(4) 보호종과 자연서직지에 피해를 초래한 책임
규정 계획2에 규정된 환경인ㆍ허가와 관련된 직업적 활동 이외에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과실을 전제로 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책임은
유럽법률에 의해서 보호받는 동식물과 서식지에 대한 피해 혹은 급박한 피해의 위
협에 한정된다. 이런 책임은 토양오염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떨어지지만, 보호종과
서식지 그리고 수질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의 목적은 피해이전의 상태로 되
돌려 놓는 것이다. 2009년 규정에 따라서 권한있는 행정기관은 환경청과 지방자치
단체가 된다.70)

68)
69)

70)

2009년 국내 규정에는 계획2에 규정됨.
Directive 2008/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January 2008
concering inte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참조 규정 10조와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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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염토지에 대한 책임
동 규정은 계획2에 열거된 직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적 피해에 적용된
다. 토지에 대한 손해(Damage to land)는 인간건강에 악영향(adverse effects)의 심
각한 위협(significant risk)을 초래하는 물질, 제조용 물질(preparation) 유기물, 미생
물에 의해 토지가 오염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정의는 앞서 살펴본 1990년
환경보호법 토양오염편의 정의규정과 유사하지만, 토양오염편과 달리 오직 인간건
강에 대한 악영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1990년 환경보호법 토양오염편과 달리, 2009년 규정은 소급효를 가지고 있
지 않다. 본 규정은 오직 본 규정이 시행된 이후 발생된 환경피해에 대해서만 적
용된다.71) 법규정시행이후 발생된 손해이면 되므로, 법률시행 이전 일어난 사건,
행사, 유출로 인하여 야기되었지만 위협이 법규정 시행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
된다.72) 본 규정은 손해가 2009년 3월 1일 이전에 일어나고 종결된 행위에 기원하
지만, 어떤 사건, 행사, 유출이 법시행일 이후 발생하였기에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
도 적용된다.73)

2009년 규정의 제17조에 의하면, 권한있는 행정기관은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운영자 혹은 제3자가 규제행정기관에 피해
발생을 신고할 것이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본 규정에 규정된 피해복구를
위한 절차를 따르면 된다. 규제행정기관은 책임있는 운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서는 운영자(operator)를 사업수행행위와 관련된 허가나 면허를 보유한 자를
포함하여 사업수행행위를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74) 책임있는
운영자가 확정되면, 그 운영자는 반드시 피해복구계획(proposals for the remediation

of the damage)을 제출해야 한다. 그 피해복구계획은 반드시 규정의 계획(Sched) 4
에 부합하도록 마련되어야 하며, 그 계획에는 환경피해를 적시하고, 예상되는 결과
들에 따른 구별되는 피해복구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제시한
기일까지 피해복구계획을 운영자가 마련하지 못하였다면, 규제행정기관은 요청되는
복구수단을 확정할 수 있다. 규제행정기관은 책임있는 운영자에 대해 피해복구통지
를 반드시 한 후, 피해복구방법에서 자문협의기간(a period of consultation)을 갖는
71)

72)
73)
74)

reg 4(5). 잉글랜드의 경우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웨일즈는 2009년 5월 6일부
터 시행되었다.
reg 8.
reg 8.
re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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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5)

2009년 규정에 의한 복구통지를 받은 경우, 운영자는 그 통지에 따라서 복구작
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물론 복구통지에 대해서 불복할 수도 있다.
오염에 대한 복구는 최소한 관련 오염물을 제거, 관리, 보관, 또는 박멸하여 피
해가 발생한 시점의 도시계획허가 또는 현재의 합법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인
간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많은 형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복구통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 대표적인 형벌부과의 예이다. 치안법원의 약식재판(summary conviction)에 의해
서 법정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형 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을 병과할 수도 있다. 유죄기소에 대해서는 형사법원

(Crown Court)은 무제한의 벌금형, 2년이하의 금고형(custodial sentence), 또는 벌
금과 금고형을 병과할 수 있다.

2. 공부등록(the public register)과 조세혜택
(1) 공부등록
영국정부가 토양오염법제를 마련하면서 표방한 목표중에 하나는 토양오염에 있
어서 투명성의 향상이었다. 투명성의 달성을 위하여 영국토양오염법제는 1990년
환경보호법 토양오염편에서 상세히 규정한 공적등록부를 규제행정기관이 마련하고
유지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규제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오염토지대장은 정화통지의
상세한 내용, 정화성명서(remediation statement), 신고서(declaration), 통지, 불복, 유
죄판결, 복구작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76)
75)
76)

reg 20 and reg 29.
78R 기록부 (Registers)
(1) 모든 집행당국은 다음의 규정된 사항 또는 다음과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하는 기록부
를 보존해야 한다.
⒜ 그 당국에 의해 발행되는 통지
⒝ 정화 통지에 대한 불복
⒞ 위의 78H조에 따라 준비되고 발표된 정화 성명 또는 정화 선언
⒟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있는 집행당국과 관련하여서는 그 당국에 의해 발행된 비용
부과통지에 대한 불복
⒠ 위의 78C조의 (1)항 (b) 또는 (5)항 (a)에 따른, 동 항의 (7)항에 의해서 어떤 토지
의 특별장소로의 지정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통지
⒡ 위의 78D조의 (4)항 (b)에 따른, 동 조의 (6)항에 의해서 어떤 토지의 특별장소로
의 지정으로써 효력을 가지는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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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혜택
⒢ 위의 78Q조 (4)항에 따라 어떤 토지의 특별장소로 지정을 종료하는 집행당국에 의
하여 발행되는 또는 집행당국에게 발행되는 통지
⒣ (ⅰ) 정화 통지가 발송된 사람에 의해 또는 (ⅱ) 위의 78H조 (8)항 (a)에 의해서
정화 성명을 준비하고 발표할 것이 요구되거나 요구되었던 자에 의하여 그 당국에
게 보내진 정화수단으로서 문제의 토지에, (그들이 주장하길) 무엇이 행하여졌는지
대한 통고
⒥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의해서 (ⅰ) 정화 통지가 보내진 것과 관련하여 또
는 (ⅱ) 정화 성명이 준비되고 발표된 것과 관련하여, 정화 수단으로 문제의 토지
에 (그들이 주장하길) 무엇이 행하여졌는지 당국에게 보내진 통지
⒦ 위의 78M조에 따라 규정된 경우 위반행위 유죄판결
(1) 규정이 있는 경우 오염된 토지와 관련된 다른 사항 등
그러나 그 의무는 아래의 78S조와 78T조에 의거한다.
(2) 위의 (1)항의 (h) 또는 (j)의 목적으로 통고에 포함될 정보의 설명 그리고 형식
은 환경식품농무부장관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다.
(3) 위의 (1)항의 (h) 또는 (j)에 의해서 기록부에 기재되어진 사항은 그 기록부를
보관하는 단체, 또는 그 사항이 아래의 (6)항에 따라 기재되는 경우 그 아래의
(4)항과 (5)항에 따라 문제의 특정 사항, 즉
⒜ 기재사항에서 행해졌다고 진술된 것이 실제로 행해졌는지 또는
⒝ 그것이 행해진 방법
에 대한 사본을 보낸 당국에 의한 의견표명을 구성하지 않는다.
(4) 어떤 특정 사항이 적합 행정청에 의해서 이 조에 따라 보존되는 기록부에 기재
될 경우, 그 적합 행정청은 그 특정 사항의 사본을 그 특정 사항들이 관계되는
토지가 위치한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내야 한다.
(5) 다음의 경우 즉
⒜ 어떤 토지가 아래의 78X조 (2)항에 의하여 실제로 그 토지가 위치한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 그리
고
⒝ 그 토지와 관련된 특정 사항들이 그렇게 위치한 것으로 취급하는 지역의 지방자
치단체에 의해서 이 조에 따라 보존되는 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가 실제로 위치한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러한
특정 사항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6)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위의 (4)항 또는 (5)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내
어진 특정 사항의 사본을 받은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이 항에 따라 그에 의
해서 보존되는 기록부에 그 특정 사항들을 기재해야한다.
(7) 어떤 설명정보가 아래의 78T조에 의해서 이 조에 따라 보존되는 어떤 기록부로
부터 제외될 경우, 그 설명에 대한 정보의 존재를 나타내는 어떤 진술이 기록
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8)
⒜ 이 조에 따라 집행당국에 의해 보존되는 기록부를 일반시민들에게 무료로, 조사
를 위해 적절한 시간 때에 이용가능하게 할 것을 보장하는 것
⒝ 적절한 요금으로 그 기재 사항의 사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의 구성원들에게 지원 하는 것
은 각 집행당국의 의무이어야 하고, 이 항의 목적으로, 위의 (a) 또는 (b)에 언급된
대로 그러한 기록부나 시설이 (a) 또는 (b)에 따라 일반 시민들에게 이용가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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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재정법(the Finance Act 2001)은 오염토지의 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
세혜택을 도입하였다. 본 조세혜택은 구입당시에 오염된 상태로 토지를 구입한 회
사가 2001년 5월 10일 이후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정화비용을 지불한 경우에 적용
된다. 세금경감(tax relief)의 범위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비용의 150%이내에서 법인
세를 감면한다.77)

3. 다른 법률에 의한 통제와의 접점
(1) 오염토지에 대한 규제의 부수적 역할
오염토지에 대한 규제와 다른 규제법제와 접점은 특히 토양오염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면, 영국의 토양오염법제는 다른 법률적 통제가 효과적으로 오염
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끼어드는(kick in)
형태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하면 2007년까지 오염된
대지로 확인된 부지의 10%만이 환경보호법 토양오염편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영국에서 현재 대부분의 토양오염부지는 타운과 카운티의 계획법제

(planning regime)하에서 처리되고 있다. 더구나 다른 법제하에서 형성된 정화권한,
예를 들면, 수질 오염, 폐기물관리(waste management), 환경허가권등은 오염토지규
제에 있어서 몇 가지 중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정화권한들은 토
양오염법제 보다 신속하고, 덜 복잡하고 (즉 복잡하지 않은 책임확정절차), 보다
이용하기 편하다(accessible). 환경허가ㆍ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정화권한(clean-up

powers)은 부진정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이라는 핵심적인 장점을 지니
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규제행정기관은 오염책임자(polluters)들 중에서 특정한 자에
게 정화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다. 환경허가ㆍ면허등의 전통적 행정규
제통제범위에 속하는 부지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하면, 관련법률에 의해서 규제행정
기관은 아무런 제한없이 오염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관련법률
상의 조치을 사용할 수도 있다. 반면에서, 환경보호법 토양오염편에 의한 복구조치
는 이용하기에 적절한 수준(suitable for use level)에 한정되어 정화조치를 할 수

77)

허용될 장소들을 환경식품농무부장관은 규정할 수 있다.
(9) 이 조에 따른 기록부는 어떤 형태로든 보관될 수 있다.
그리고 Sched 3 to the Contaminated Land (England) Regulations 2000.
Susan Wolf and Neil Stanley, Wolf and Stanley on Environmental Law, Routledge,
2011, 3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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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78)

(2) 타운과 카운티의 도시계획
토양오염편의 토양오염법제는 현재의 토지이용에 기초하여 오염의 위험문제를
다루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토양오염법제는 특정의 도시계획허가를 득해야
하는 장래의 이용과 관련된 위험을 다루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에 반하여, 도시계
획(planning system)의 목적은 장래의 토지이용과 개발을 관리하려는 것이다. 그러
므로 토양오염은 각기의 개발신청에 있어서 “재료의 고려”가 되므로, 개발예정지의
토지상태는 개발허가에 있어서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요소이
다. 지방자치단체가 오염토지에서 진행될 개발행위를 허가하면서, 개발행위의 전제
조건으로 오염으로 인해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부관을 부과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만약에 폐쇠된 매립지에서 주택
개발사업허가가 신청되었다면, 허가행정기관은 지하에 존재하는 메탄가스를 제거하
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허가조건들을 정하고 허가함에 있어서, 이렇게 함으로
써 허가행정기관은 당해 토지가 오염토지편의 오염토지정의를 충족하지 아니할 것
을 반드시 보장해야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복구를 수행하는 것은 개발업자의
책임이 되며, 허가행정기관의 책무는 개발업자가 허가조건을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감독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허가조건으로 부과되는 정화조치는 간단하다. 즉,
허가행정기관은 누가 토지오염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
래서 지금까지 영국에서 오염부지의 대부분은 환경보호법상의 토양오염편이 아니
라 도시계획ㆍ개발허가절차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다.79) 또한 영국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토양오염편에 의해서 오염부지에 대한 정화조치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개발”을 구성하게 되어서, 개발허가등을 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야 한다. 전략적 차원에서는 오염부지는 계획ㆍ허가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게도 쟁
점(issue)이다. 개발개획의 내용은 오염되었을 수도 있는 브라운필드(brownfield)에
대한 적절한 재개발을 지방자치단체등 허가행정기관이 계획할 수 있는 중요한 장
치(mechanism)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60%의 신축주택을 브라운필드지역에
건축할 목표를 세웠으며, 2030년까지 오염토지의 전부를 효용성 있게 이용하도록
78)
79)

id, 370면.
Environmental Agency, Reporting the Evidence: Dealing with Contaminated Land in
England and Wales, A Review of Progress from 2000-2007 of Part 2A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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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정부의 오염토지에 대한 계획허가조언은 계획정책보고
서(Planing Policy Statement: PPS) 23에 수록되어 있다.80)

(3) 환경허가 (Environmental Permitting)
환경허가(Environmental Permit)를 득하고 운영되는 환경규제하에 있는 시설은
오염토지법제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토양오염편 제78조YB81)는 토양오염편은
심각한 피해 또는 관리수역의 오염이, 다른 경우라면 그 토지가 오염된 것으로 간
주될 것인데, 관리시설(regulated facility)의 작동에 기인한다면, 그리고 기인하는 한
도 내에서, 그리고 집행행위가 그 피해와 오염과 관련하여 취해진다면, 취해지는
한도 내에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출허가권ㆍ면허를 소지한
자가 그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또는 허가조건을 위배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likely to breach), 규제행정기관은 취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특정하여 부
가하는 행정명령통지(enforcement notice)를 할 수 있다.
유사한 논리로, 문제된 토지가 오염되었고, 오염은 관리대상 폐기물(controlled

waste)의 매립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환경청이 1990년 환경보호법 제59조에 의해서
80)

81)

Planning Policy Statement 23: Planning and Pollution Control-Annex 2 Development on
Land affected by contamination (November 2004).
78YB 이 편과 다른 법률과의 상호작용 (Interaction of this Part with other enactment)
E+W
(1) 이 편은
(a) 심각한 피해 또는 관리수역의 오염이, 다른 경우라면 그 토지가 오염된 것으로 간
주될 것인데, 관리시설(regulated facility)의 작동에 기인한다면, 그리고 기인하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b) 집행행위가 그 피해와 오염과 관련하여 취해진다면, 취해지는 한도 내에서 적용되
어서는 아니 된다.
(3) 만약 위의 59조의 (1)항 또는 (7)항에 속하는 경우에 문제의 토지가 문제의 규제폐기
물의 저장으로 인하여 오염 토지 또는 그러한 토지가 된다면, 집행당국이 판단하기
에 그 조에 따른 폐기물 규제당국 또는 폐기물 수집당국의 권한이 폐기물 또는 그
저장의 결과와 관련하여 행사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는 정화 통지는 그
폐기물 또는 그 저장의 결과로 인하여 그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발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정화 통지는 1991년 수자원법 3편 2장(오염 위반행위)에 따라 주어진 동의에 의거하
여, 또는 스코틀랜드와 관련하여서는 1974년 오염통제법의 2편에 따라 주어진 동의
에 의거하여, 배출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효과가 있는 어떤 것을 어떤 사람에게
할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5) 이 조에서
“집행행위”란 2007년 환경허용규칙 규칙 36, 37, 42에 따른 행위를 의미한다.
“관리시설”이란 그 규칙 중 규칙 8에서 주어진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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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양오염편은 이런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다.
필연적으로, 규제되는 행위의 본질(nature of the activity)때문에 토지오염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복구문제는 관리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
면서 수면위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먼저
규제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나 환경청)은 반드시 그 시설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위험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을 취하여야 한다. 둘째, 그 관리시
설이 만족스런 상태, 즉 그 시설이 운영되기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환경허가에서 핵심적인 법률보충적 행정규칙(core guidance)에서는 이
런 기준은 1990년 환경보호법의 토지오염편의 이용에 적절한 상태(suitable for use)
심사보다 한층 엄격한 기준이며 또한 계획허가를 통한 재개발에 대한 유사한 규제
보다도 엄격한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다.82) 환경인ㆍ허가를 포기(surrender)하려는
경우, 포기신청자는 토양오염편의 복구를 수행해야만 할지에 대해 고려하라고 조언
을 받게 되며, 만약에 토양오염편의 복구를 수행해야 한다면, 동시에 두 개의 목적
을 위해서 어떤 경우(영업을 계속하는 것)가 더 비용효과적인 것이지 고려하도록
조언을 받게 된다.

(4) 수질오염
토양오염법제에서 염려하는 주요한 오염중의 하나는 지하수오염을 초래하는 오
염토지의 위험성이다. 1991년 수자원법(Water Resources Act) 제161조상의 작업통
지권한(Works Notice Power)과 토양오염법제의 정화절차가 중복되어 존재한다. 수
자원법 제161조의 정화권한은 오염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
는 경우에 발동될 수 있다. 수자원법의 정화권한은 매우 예방적으로 또한 즉각적
으로 이용될 수 있다. 환경청은 두법제상의 잠재적 충돌가능성문제에 대해서 지침

(guidance)을 발표하였다.83) 본 지침에 의하면 이전에 오염토지로 등제된 경우에는
규제기관은 정화통지를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됨으로 이런 경우에는 오염토지규제
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대로 당해 토지가 이전에 오염토지로 등제되
지 않은 경우에는 수자원법 제161조가 먼저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82)

83)

DEFRA, Environmental Permitting Core Guidance, November 2009, www.defra.gov.uk/en
vironmental policy/permits/documents/ep-core-guidance.pdf.
참조 Environmental Agency Policy on the Use of Anti-Pollution Works No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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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상의 생활방해(Statutory nuisance)
토지가 오염상태가 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생활방해저감규제(Statutory nuisance

abatement control)는 적용되지 않는다.84) 또한 오염된 토지상태가 인간 또는 환경
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오염토지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생활방
해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국법제상에서는 토지가 오염되었으나 인간 혹
은 환경에 심각한 피해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로 오염된 경우에는 토지오염
법제에도 생활방해법제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는 법제도상의 허점이 된
다. 하지만, 악취와 같이 인간감각에 불쾌감을 유발하는 물질을 토지에 배출하는
것에 의한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활방해의 규제를 받게 된다.

Ⅵ. 결론
영국에서는 토양오염이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으나 토양오염법제가 마련된 것은
우리와 같이 최근의 일이다. 하지만 영국의 토양오염법제는 독립된 법률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환경보호법에 편입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도 토양오염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위헌소지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토양오염에 대해서 기존의 보통법이론과 관련법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루
기 위해 입법되었다. 영국법제에서의 토양오염개념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가 이루
어졌으며, 최초의 토양오염법제의 시도는 매우 광범위한 토양오염의 개념을 바탕으
로 오염가능성이 존재하는 모든 이용에 대해서 토양오염부지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자 하던 법제도였지만 좌초되었다. 그 후 영국정부는 많은 검토와 조사를 통해서
영국에서의 토양오염법제의 정책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은 “당해 토지를 기준으로
이용에 적합한 상태의 회복”이며 그 과정에서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
이었다. 이런 입법적 배경에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국가로서 토양오염의 시작은 역
사적으로 오래되었고, 오염지의 소유권이 무수히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실질적으로
는 오염에 책임이 없는 주택소유자들이 그 오염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반영되었다.
영국 토양오염법제의 큰 특징중 하나는 환경보호법에 추가된 토양오염편이 우리

84)

Sched 2, para 89 EA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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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와 비교하면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본 골격 입법형식을 띄고 있어서,
법 적용에 필요한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은 환경식품농림부장관이 발하는 법령보충
적 행정규칙(guidance)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토양오염의 정의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적으로 하고 있고, 토양오염정화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동
순위책임자들 상호간의 책임면제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영국의 환경보호법
상의 토양오염법제는 그 책임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그 이용이 매우 저조하
여, 오염토지의 약 10% 만이 동 법제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대부분의 토지오염은
책임의 간결성과 신속성 등의 이유로 도시계획법제에서 다루고 있다. 즉, 오염토지
를 개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관련된 인ㆍ허가 및 신고
를 할 때, 관련 행정기관은 토지오염제거와 배상책임을 전제조건으로 건축 인ㆍ허
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하고 있다.
영국토양오염법제의 또 다른 특징은 토양오염정화책임을 지는 자를 Class A와

Class B로 분류하여 책임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Class A책임자들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이지만, 우리 법상의 오염자보다 훨
씬 광범위한 개념이 될 수 있다. Class A책임자에는 직접적인 오염행위자뿐만 아
니라, 오염이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그 오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거
나 인식할 수 있었던 소유자ㆍ점유자도 여기에 속하게 된다. 또한 책임배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오염토지와 관련된 금융권, 법률서비스제공자와 기술서비스제
공자도 Class A책임자에 속하게 된다. 영국법제에서는 현재의 토지소유자ㆍ점유자
인 Class B는 Class 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영국법제에서 적합한 책임자를 찾는 의무는 행정기관에게 있지만, 여기서 요구
되는 조사수준은 적절한 조사이기에, 적절한 조사를 통하여 Class A를 찾지 못하
면 현재의 토지소유자ㆍ점유자가 Class B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영국법제의 책임자의 순위와 책임면제조항의 적용에서 유념할 것은, 적합한 책
임자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은 법률보충적행
정규칙에 의해 상세히 규정된 책임면제절차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최종적 책임자
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과 책임면제절차를 적용하더라도 적어도 1인 이상의 책임자
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선의ㆍ무과실의 현재의 토지소유자
ㆍ점유자라도 책임면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책임
면제적용단계에서는 적합한 책임자로 확인 된 자의 경제적 상황과 곤란성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영국법제에서 책임배분의 특징은 적합한 책임자로 확정되고 책임면제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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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서 최종적으로 책임자로 확정된 당사자들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오염기여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은 다수의 책임자에 대해서 균등하게 책임을 배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영국의 토양오염법제는 우리 법제보다는 상세하고 분석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토양오염정화책임자의 순위에 차별을 두고 있지만, 토양오염법제
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실제 토양오염에 적용되는 사례는 10%이하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의 토양오염처리는 도시계획법제에서 인ㆍ허가절차에서 부관의 형태로 토양
정화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영국법제의 법조문만 보고 우리나
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영국
의 토양오염법제의 적용에 있어서 시사점은 상세한 법규정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
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마련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의하고 있으며,
책임의 단계와 면제절차를 두고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1인 이상의 책임자
는 반드시 남겨두게 하여, 공공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 법제에서 영국처럼, 도시계획관련 법제에서 인ㆍ허가 및 신고절차에
서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정화명령과 배상책임을 부가할 수 있다면 영국의 법제도
와 같은 정교하고 복잡한 제도를 두어서 그 간격을 매울 수 있겠지만, 영국과 달
리 제재적 처분과 부담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명시적인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우
리법제에서는 도시계획관련법제에서 토양오염을 다룰 수가 없기에, 영국 토양오염
법제의 정교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의 10%이하만이 토양오염법제에 의해
처리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영국에서 이번의 헌법재판소가 다루었던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떤 결과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영국법제의 시사점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
저 마산한국철강부지사건을 살펴보면, 한국철강은 영국 토양오염법제에서는 오염원
인자로서 Class A의 책임자이며, 부영은 현재의 토지소유자로서 Class B의 책임
혹은 오염상태를 알면서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Class A로서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국법제에서는 우리와 달리 사법상의 계약으로 환경책임을
면제하거나 토양정화책임을 분배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런 책임배분계약이 토양오
염법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책임면책조항등으로 인하여 아무도 책임을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책임면제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영
국법제에서는 한국철강과 주)부영 사이의 책임면제조항의 효력을 우선하여, 한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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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토양오염정화책임은 면제되는 대신, 주)부영이 모든 정화책임을 Class B 혹은

Class A로서 정화책임을 지게 된다.
영국법제에서 마산주유소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정화책임에 대해
살펴보면, 주유소에서 발생한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주유소를 현실적으로 운영한 자
는 오염행위자로서 Class A의 책임을 지게 되며, 또한 영국에서 토지소유자가 주
유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토지를 임대해 준 경우 토지소유자도 오염원인자로서

Class A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두명 이상의 Class A책임자가 존재하는 경우,
Class A책임자들에 대하여 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책임배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
게 된다. 그런데 마산 주유소사건에서 실제 주유소를 운영한 자를 행정기관이 적
절한 조사와 탐문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주유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토지를 임대해준 토지소유자가 Class A로서 책임을 지게 된
다. 다만, 실제로 주유소를 운영한 자를 찾았지만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이 결정에 의해서 책임배분을 하지만,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면책되지는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심도 있는 조사와 외국사례를 바탕
으로 한 강력한 의견이 청구인에 의해서 재기된 구)장항제련소사건이 영국에서 발
생되었다면, 상당히 재미 있는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
건이 있었는데 2006년 R v Environment Agency사건이 바로 그것이다.85) 본 사건
에서 국유화된 민간가스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고 승계된 후 다시 민영화된 사
례였는데, 세계 제2차대전 당시 국유화된 시점과 과거에서 토지오염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에 실제로 문제된 오염토지를 한번도 소유
한 적은 없지만 과거회사를 승계한 현존하는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환경청과 1심법원에서는 책임을 긍정하였지만, 항소법원에서는 민간
가스회사와 공공가스회사의 책임이전에 관한 법률규정을 보면 “기존에 존재

((immediately before)하는 모든 책임”을 승계한다고 한 조문을 근거로, 토양오염법
제는 사후에 마련되었으므 회사를 승계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장항제련소사건에서 현존하는 회사의 토양정화책임을 부정한 것
처럼 보이지만, 본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법률규정이 다른 표현을 한 경

85)

2006년 R v Environment Agency사건은, 원래의 오염자(the original polluters)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원래 오염자의 지위를 다른 승계자(successive bodies)가 승계한 경우,
특히 법률에 의해 국유화하거나 민영화(privatisation)된 경우의 승계자의 책임문제를 보
여주고 있다. 영국 토양오염법제가 마련된 이후, 단 두 개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
한 상세한 소개와 분석은 다른 논문에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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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책임승계를 긍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본 판례가 있고 나서, 입법적
으로 장래의 책임도 승계하도록 입법하고 있다. 결국 영국에서는 기존의 오염사실
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토양오염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
도 헌법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론이며 심각한 정도의 반론은 제기되지 않
고 있다. 구)장항제련소사건이 영국에서 발생한다면, 우리법제와 달리 민영화단계
의 계약과 민영화근거법의 문장표현에 따라서 현재 기업의 소급책임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영국 판례와 법제에서는 법률규정과 계약에 따라서는 사실상 전혀 오염과
관련되지 않은 현재의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영국법제를 바탕으로 우리의 사례를 적용해 보면, 선진 토양오염법제로 소개되는
영국의 경우에도, 우리의 일반 법원이 판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과로 귀
결됨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서 어떤 형태를 택하던지 입법보완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선진 외국의 제도를 그 문화와 실정을 정밀히 연구하고 비교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법제를 외형만 선진화하게 되면, 이미 우리 국토에서 발생된
무수한 토양오염에 대해서 직접적 책임자 혹은 근접한 책임자86)가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 토양오염을 정화하고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피해자인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온간
혜택과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오염자 및 책임자들을 대신하여 그 오염토지를 정화하
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영국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정부
의 정책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듯이, 먼저 우리 정부와 국민은 토양오염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책목표와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같이 신속한 토양오염의 정화와 토양오염억제가 우선 목표인지, 아니면 영
국처럼 공적자금의 투여를 최소화하면서 관련 행위주체들에게 경제적 충격을 최소
화하는 것이 토양오염정화의 우선 목표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자 2013.5.3, 심사일자 2013.5.17, 게재확정일자 2013.5.27.

86)

현재의 소유자가 선의ㆍ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국민보다는 보다 더 근접한 책임자
가 된다. 영국법제에서는 현재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오염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용도로 토지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런 오염을 제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오염자원인자원칙에 충실하여 Class A로서 책임을 진다. 즉, 직접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은 현재의 소유자라도 오염자로써 책임을 지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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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lication of British Contaminated Land Policy and Law
-Part 2A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of 199087)
*

Kim, Sung-Bae

In UK, Contaminated land regulation started recently when the contaminated land
provisions contained in Part 2A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Because
government had faced difficulties how to bring back land into beneficial use
without imposing unnecessary burdens on society and who should pay for past
pollution. UK government finally enacted the new statutory regime by s 57 of the
EPA 1995, which inserted a new Part 2A into the EPA. Section 57 of the EPA
1995 came into force on 1 April 2000. The provisions of Part 2A are framework
in nature with the complex and detail to be found in the accompanying statutory
guidance. By virtue of Section 78YA the Secretary of State was empowered to
issue statutory guidance. In January 2009 the Environment Agency published its
second statutory report on the state of contaminated land in England. The report
highlights the fact that, notwithstanding the introduction of highly complex
contaminated land regime, the majority of contaminated sites in England and Wales
are currently being dealt with via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regime. Local
authorities estimate that about 10 per cent of sites are being dealt with under Part
2A EPA 1990. The Section of the person or persons responsible for the
remediation of contaminated land and the just application of the relevant cost of
clean-up between two or more responsible persons is one of the more contentious
aspects of the UK contaminated land regime. Not Part 2A EPA but the guidance
seeks to distinguish between two categories of appropriate persons by classifying
them as Class A persons (the polluter) and Class B persons (the owner and
occupier). Primary responsibility rests with Class A person, but will switch to the
Class B persons if the enforcing authority cannot find the Class A person. Despite
* Kookmin University College of Law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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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ategoriz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in many instances the current owner or
occupier of bad land may in fact be liable as a Class A person if they have
caused or knowingly permitted the contaminating substance to be present in the
land.
Key Words: bad land, contaminated l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Part
2A of EPA, polluter, UK Environmental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