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 입법론
1)

박 종 원

*

<국문초록>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현행법 제10조의4)에 따
른 오염원인자조항에 대하여 2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하고 있는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토양정화책임조항 입법론을 전개하면서, 입법론에 기여하
는 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및 현행 토양정화책임법제에 대한 해석론을 겸하고 있
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 또는 양수인에게
정화책임을 지우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 책임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일정한 미세조정이 필요함을 까닭으로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헌법위반
상태를 제거하면서도 ｢토양환경보전법｣의 당초 입법취지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는 관점에서,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고
각각의 쟁점별로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평등원칙 위반과 관련하여, 제2호의 책임과 제3호의 책임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전
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을 경찰책임론에서의 상태책임 법리에 비추어 비판적인 시각에
서 평가하고, 해석상의 혼란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뢰보호원칙 위
반과 관련해서는, 토양오염에 관한 입법연혁을 고찰함으로써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의 유무, 손
상되는 신뢰이익의 정도나 크기 등을 가늠하고, 그에 입각하여 1970년대 이후의 특정 시점 이전,
그 시점 이후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002년 1월 1일 이후 양수의 경우로 구분하
여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입법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과잉금지원칙 위
반과 관련해서는, 연대책임과 오염원인자 간의 구상관계, 복수 오염원인자 간의 선택, 책임 면제
또는 제한을 통한 책임 완화 등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한 후, 구상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복수
원인자 간의 선택에 관한 선택재량의 행사기준 마련 혹은 우선순위의 설정, 과도한 책임 부담 완
화를 위한 책임 제한 또는 국가의 비용지원 등의 입법대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법
상 책임과 사법상 책임의 준별, 오염원인자 용어의 전환, 정화책임자의 범위 등에 관한 조항과 정
화조치명령에 관한 조항의 관계 설정, 토양환경평가 실시 및 그 결과의 신뢰를 통한 선의․무과
실 추정, 정화책임을 면제받은 소유자의 횡재 가능성 배제 등에 관해서도 일정한 개선점을 제시
하고 있다.
주제어: 토양정화책임, 오염원인자, 연대책임, 소급책임, 토양환경보전법, 신뢰보호원칙, 평등원
칙, 과잉금지원칙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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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현행법 제

10조의4)에 따른 오염원인자조항에 대하여 2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1) 즉,
마산한국철강부지사건과 마산유류저장탱크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각각 구 ｢토양환
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제2호의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부분과 같은 항 제3
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
단하고 이들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간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원인자 조항을 둘러싸고 여러 건의 헌법소원 또
는 위헌법률심판이 계속 중이었으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책임체계가 다
른 분야와는 달리 독특한 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것은 토양이라는 매체가 대기, 물
등의 환경매체와는 다른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미국이나
독일 등의 선진 외국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한 책임법 체계를 유지해 왔음으로 미
루어 짐작하였을 때, 필자로서는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토양은 공기나 물의 경우와 달리 유해물질의 이동성이 낮아 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토양오염은 간접적이고 만성적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 오염 여부를 인식하기가 힘들다. 또한, 오염물질이 토양
에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면서 토양오염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피해발
1)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바28 결정(이하 “마산한국철강부지사건”이라 한다); 헌
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바167 결정(이하 “마산유류저장탱크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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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고, 그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한번 발생한 오염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지
속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토양환경의 보전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됨
과 동시에, 토양정화책임법체계가 다른 책임법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취하게 된
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연유에서 미국이나 독일 등의 국가에
서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더 넓은 범위의 당사자를 정화책임주체로 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수차례 읽으면서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얼마간의 의문을 품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헌법
불합치결정을 심도 있게 평석한 논문이 이미 몇 편 공간되어 있으므로,2) 이 글에
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평가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고 이들 결정에서 지적하
고 있는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토양정화책임조항 입법론을 중심으로 하되, 입법
론에 기여하는 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및 현행 토양정화책임법제
에 대한 해석론을 겸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Ⅱ. 현행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체계 개관
1. 규제대상으로서의 토양오염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
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이는 사람의 활동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토양오염
물질이 토양에 유입되어 일정한 피해를 주고 있다 하더라도 인위적 활동이 개입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토양오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행규칙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화합
2)

김현준, “책임승계인의 신뢰보호와 상태책임의 한계: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
바28 결정; 2012. 8. 23.자 2010헌바167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14
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2), 575면 이하; 이기춘, “토양환경보전법의 무과실책
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41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3. 2), 431면 이하; 김홍균,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조항의 위헌성과 위헌성
제거방안”, 환경법연구 제35집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3. 4), 17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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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시안화합물, 페놀류, 벤젠, 톨루
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등 21개 물질로 제한하고 있다(제2조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

2. 정화조치명령 등의 발동기준으로서의 ‘우려기준’과 ‘대책기준’
｢토양환경보전법｣이 규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은 토양오염의
정도에 따라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으로 나뉜다. 우려기준은 “사람
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4조의2,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 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으로 환경부
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 이 법 시행규칙은

21개의 토양오염물질별로 지역의 용도에 따라 1지역3), 2지역4), 3지역5)으로 구분하
여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
는 사용중지 등의 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후술하
는 ‘오염원인자’가 정화조치명령 등의 주된 대상자가 된다.

3. 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도구로서의 ‘토양오염조사’
전국 토양에 대한 오염실태와 오염추세를 종합적․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토
양오염의 사전예방대책 강구 및 오염토양의 정화․복원 등 토양환경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전국 토양오염조
3)

4)
5)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 학교용지, 구거, 양어장, 공원, 사적지, 묘지, 어린이
놀이시설 부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임야, 염전, 창고용지, 하천, 수도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국방ㆍ군사시설 부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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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크게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제5조 제1항)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동조 제2항)의 두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토양오염조사는 특정 지역의 우려기준 또는 대책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6)

4. 정화조치명령 등에 따른 정화책임자로서의 ‘오염원인자’
｢토양환경보전법｣은 제10조의3에서 ‘오염원인자’에게 피해배상 및 정화에 관한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다. 즉,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
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
항).”
여기에서 말하는 ‘오염원인자’에는 (ⅰ)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
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ⅱ)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ⅲ)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와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ⅰ) 및
(ⅱ)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ⅳ) ｢민사집행법｣에 따
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포함된다. 다만, 위 (ⅲ) 중에서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그리고 (ⅳ)에서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양
수 또는 인수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
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오염원인자로
보지 아니한다(제10조의4).
여기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
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
물․구축물(構築物) 및 그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제2조 제3호).
6)

또한, 이들 조사의 결과는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다(제5조 제5항). 이는 토양오염에 관한
정보를 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사회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한 환경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의 공개는 브라운필드 문제의 완화 차원에서도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大塚直, “米
国スーパファンド法の現状と我が国の土壌汚染対策法の改正への提言”, 自由と正義 第59
券 第11号 (2008. 11), 2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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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토양오염물질을 직접 생산 또는 처리하는 시설 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이에 포함되며, 토
양오염물질을 포함하거나 배출하는 물품 등을 생산 또는 처리하는 시설도 이에 포
함된다.7) 한편, 제10조의3 제2항은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오염원
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
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토양환경보전법｣은 제10조의3과는 별도로 행정청의 정화조치명령에 관
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에서 정화조치명령의 대상자를 오염원인자로 통일하지 아니
하고, 어떤 규정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8)의 설치자(제14조)로 규정하는
한편, 어떤 규정에서는 오염원인자(제15조, 제19조)로 규정하고 있어서, 뒤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원인자가 공법상의 정화조치명령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5. 정화책임의 이행방법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화기준과 정화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15조의3 제1항). 오염토양의 정화기
준은 전술한 우려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시행령 제10조 제1항), 정화방법은 (ⅰ)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 (ⅱ) 오염물질의 차단ㆍ분리
추출ㆍ세척처리 등 물리ㆍ화학적 처리, (ⅲ) 오염물질의 소각ㆍ분해 등 열적 처리
등으로 특정되어 있다(동조 제2항).
그렇지만,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이 항상 우려기준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
다. 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위해성평
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
도를 평가하게 한 후 검증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5조의5).

7)

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20137
판결.
이 법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로 분류하고(제2조 제4호), 이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등이 특정토양오
염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어 특별히 관리되고 있다(시행규칙 제1조의3,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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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먼저, 마산한국철강부지사건에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을 양수한 자” 조항(구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현행 제10조의4 제3호)이 2002.

1. 1. 이전에 이루어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적용
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상태에 대한 신뢰의 정당성, 책임회피 가능성의 부재, 신뢰
침해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볼 때, 토양오염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거․예방하
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만으
로는 신뢰이익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은 2002. 1. 1. 이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그 양수 시기의
제한 없이 모두 오염원인자로 간주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였으므로, 신
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9)
다음으로, 마산유류저장탱크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
자․점유자․운영자가 사실상 면책이 불가능한 1차적인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에 이를 정도로 거액에 이르기도 하는 비용을 그 범위의 제
한 없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으로 인하여 얻
게 될 공익보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가 입게 되는 불
이익이 더 클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이 다른 책임 완화 수
단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를 오염
원인자로 보아 손해배상 및 토양정화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토
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인수자가 부담하는 책임과 마찬가지로 토양오염관
리대상시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상태책임에 해당하므로, 그 성
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따라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
자에게 천재․지변, 전쟁으로 인한 면책만을 허용하고(구법 제10조의3 제1항 단
서), 다른 면책사유 또는 책임 제한수단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
다.
이상 2건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은 이들 2건의
9)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바2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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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서 판시하고 있는 위헌적 상태를 어떻게든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마산한국철강부지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이유로
제3호의 오염원인자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상, (ⅰ) 2012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로 한정하는 방안, (ⅱ) 2002년 1
월 1일 이전의 특정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양수로 한정하되, 국가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방안, (ⅲ) 시적 적용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양수인 책임의 보충적
성격을 부여하거나, 양수인의 면책사유를 확대하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의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마산유류저장탱크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
칙 위반을 이유로 제2호의 오염원인자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
상, (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의 정화책임의 보충적 성
격 부여, (ⅱ) 이들에 대한 면책사유 확대, (ⅲ) 이들의 책임범위 제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입법자로서는 두 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하고 있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에 따른 헌법위반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여러 대안의 도입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
여야 할 것이며, 각각의 대안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할 것
이다.
한편, 또 하나 유념할 점은 헌법재판소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
자․운영자 또는 양수인에게 정화책임을 지우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 책임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일정한 미세조정이 필요함을 까닭
으로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두 결정에서 (ⅰ) 토양
오염은 그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하므로 다른 환경영역에 비하여
책임 있는 자를 특정하거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곤란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
로 인한 피해의 지속성․광범성․중대성의 측면에서 신속한 오염토양의 정화가 강
조됨을 인정하면서, 토양오염의 특징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토양오염에 대
한 책임자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염원인자의 범위
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로 확장하여 이들에게 무과실
의 책임을 부담시킨다거나, (ⅱ) 토양오염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토양오염피해가 발
생한 시점에는 자력이 있는 오염원인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토양오
염 발생당시 현존하고 경제력이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에 대하여 그
양수의 시기를 불문하고 오염원인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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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
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
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
다고 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론 헌법위반 상태를 깨끗이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초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라는 ｢토양환경보
전법｣의 입법취지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정
화비용 보조, 면책이나 책임범위 제한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토양정화를 위한
기금 설치 등 재원 조성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장을 바꾸어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그리고 신뢰보호원칙의 순으로
각각의 위반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Ⅳ. 평등원칙 위반상태의 제거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
마산유류저장탱크사건: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바167 결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와는 달리, 토양오염관리대
상시설의 양수자․인수자는 토양오염사실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다(구법 제10조의3 제3항 단서). 그런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
자․인수자가 부담하는 책임과 마찬가지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상태책임에 해당하므로,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에게 천
재․지변, 전쟁으로 인한 면책만을 허용하고(구법 제10조의3 제1항 단서), 다
른 면책사유 또는 책임 제한수단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제2호와 제3호의 오염원인자의 귀책 근거와 정도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에서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평등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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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분이다. 생각건대, 제2호의 책임과 제3호의 책임은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이 지
적하는 것처럼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다. 물론 해당 법문만을 놓
고 보았을 때에는 그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읽힐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입법자의
의도나 이에 대한 종래의 법원 태도를 고려할 때, 이들 양자의 책임의 성격은 동
일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제2호의 책임은 상태책임이 맞지만, 제3호의 책임은 상태책임을
근거로 인정되는 책임이 아니라 책임의 승계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들 양자
는 귀책근거가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10) 필자는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비판에 동조하는 입장이지만, 그 논거는 다소 달리 하고 있다. 제2호의 책임이 경
찰책임으로서의 상태책임과 유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이 이유에
서 상태책임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도 적지 않으며, 행위책임의 성격과 상
태책임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1)
첫째, 경찰책임론에서 말하는 ‘상태책임’의 경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와 물건의 소유자가 책임의 주체가 되며, 경찰책임의 인정과 관련하여 위험발생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개입하는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건에 대
한 지배를 포기함과 동시에 상태책임도 소멸된다고 한다.12) 그러나 제2호의 오염
원인자는 현재의 소유․점유․운영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제2호는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의 소유자․점유자․운
영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렇지만, 그 기준이 되는 시점
10)

11)

12)

김현준, 註 2, 590-591면 참조. 이밖에도 제2호의 오염원인자의 책임을 상태책임의 견지
에서 이해하고 있는 견해로 손재영, “고권주체의 경찰책임”, 환경법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8), 120-121면; 이기춘, 註 2, 440면, 김현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
화책임의 공법적 검토”, 환경법과 정책 제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2012. 5), 16-17면 등 참조. 반면, 상태책임으로 설명함에 따른 한계를 인정하는 견해로
는 조홍식,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의 법적 책임”, 환경법연구 제26
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4), 269-270면 참조.
경찰책임으로서의 상태책임에 관한 논문은 이미 다수 공간되어 있는 관계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참고할 만한 글로는 김현준, “경찰법상의 상태책임”,
토지공법연구 제22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363면 이하; 서정범, “상태책임의 한
계에 관한 고찰: 이른바 연계원칙의 종언”, 토지공법연구 제4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479면 이하; 손재영, “상태책임의 귀속과 제한”, 법학논고 제33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6), 307면 이하; 이기춘, “독일경찰법상 상태책임의 근거 및 제한에
관한 고찰: 2000년 2월 16일날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지공법연
구 제1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405면 이하 등.
손재영, 註 11, 3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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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임을 주목하여야 한다. 토양오염이라는 것은 계속성, 누
적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속적인 토양오염의 발생 단계에서
과거이든 현재이든 토양오염의 발생 중에, 즉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으면 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발견 당
시” 또는 “현재”라고 규정된 것이라면 상태책임에 보다 근접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지만, 법문상으로 “발생 당시”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 역시 이와
같은 해석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발견 당시” 혹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마산한국철강부지사건에
서 부영 역시 제2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
고 대법원은 제3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였고,13) 한국철강의 경
우에는 현재의 소유․점유․운영자가 아니므로 제2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한국철강이 제1호 및 제2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4)
둘째, 상태책임의 경우, 행위책임과는 달리 그 사람의 소유 또는 사실상의 지배
하에 있는 물건의 상태에 의해 위험 또는 장해가 직접적으로 야기될 것이 요구되
지는 않는다고 한다.15) 예컨대, 기름을 수송하는 유조차의 사고로 인하여 기름이
타인의 토지로 흘러들었고, 그 기름으로 인하여 오염된 토지의 소유권자는 상태책
임자가 된다. 또한, 어떠한 행위책임자에 의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된
토지의 소유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오염된 토지의 소유자 혹은 사실상
의 지배주체라는 이유만으로 상태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지만, 제2호의 오염원인자
는 “위험야기”를 필요로 한다.
즉, 제2호는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
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시설이 토양
오염이라는 위험을 야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위에서 제시한 예의
경우, 유조차의 사고로 인하여 토지가 오염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현행법상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기
는 하나, 해당 토지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므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

13)
14)
1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887 판결.
정하중, “경찰법상의 책임”, 공법연구 제25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1997), 118면 이하;
김현준, 註 11, 368면 이하. 이에 반하여 위험야기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는 손재영, 註
11, 30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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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설령 2011. 4. 5. 개정으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념에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그 부지”뿐만 아니라 단순히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까지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제2호의 원인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것을 요하는 것이며, 단순히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제2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택시차고지 사건에서, 대법원은
택시차고지 소유자가 제2호의 오염원인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오염된
토지 안에서의 시료 채취 및 오염물질 검출 사실을 토대로 해당 차고지에서 배출
된 오염물질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핀 후, 택시차고
지 소유자가 제2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6)
셋째, 상태책임은 위험한 시설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지는 책임이므로, 결국
오염된 토지(혹은 넓게는 그 토지 위에 입지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지배
주체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근거가 되는 것임에 반하여,17) 제2호의 경우에는 어
떠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인하여 해당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부지가 오염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주변 토지가 오염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다. 즉, 상태책임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주유소 부지가 오염된 경우 해당 주유
소 및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정화책임을 지우
는 것으로 한정되지만, 제2호의 경우에는 주유소에서 누출된 기름으로 인하여 해
당 주유소 부지 이외의 주변 토지가 오염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정화책임을 지우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경찰책임으로서의 상태책임이 제2호의 오염원인자 중 일정 유형에 대하여
정화책임을 지우는 것에 관하여 유익하고도 귀중한 논거를 제공하고 있음은 부정
할 수 없지만, 제2호의 오염원인자가 지는 책임의 본질이 상태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2호와 제1호의 구별실익은 어디에 있는가? 굳이 따지자면 “원인자 16)
17)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20137 판결.
이는 상태책임의 공간적 한계에 관한 문제로서, 독일 판례는 상태책임이 자신이 소유 또
는 사실상 지배하는 대지의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난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은 공간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VG Leipzig, Beschluss
vom 11. 9. 2006 - 6 K 117/06; VG Regensburg, Beschluss vom 14. 3. 2005, VG
München, Beschluss vom 19. 2. 2001. 이들 판례에 대한 국내 소개는 박종원․김현준,
토양정화책임 관련 분쟁사례 분석 , 한국법제연구원 (2012), 122-1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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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오염”이라는 삼면 관계에서, 제1호의 경우에는 원인자
와 토양오염 간의 인과관계가 요구되는 반면,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
유․점유․운영 사실만 인정되면 해당 시설과 토양오염 발생 간의 인과관계로 족
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제1호의 원인자에 해당함을 증명
하는 것보다는 제2호의 원인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수 있는 것
이고, 이는 토양오염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직접적인 원인자 규명의 곤란성을 극복
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그렇다면, 제3호의 책임은 제2호의 책임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제3호는 제2호
와 달리 “양수”한 자, 즉 “소유권”을 가진 자로만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
며, 아울러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것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즉, 제3호는 그 원인 여하와 관계없이 토양오염이 발생된 결과로, 즉 토
양오염의 원인이 아닌 결과로서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것이라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제3호의 원인자에게 정화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가? 제3호의 원인자는 토양오염의 발생이라는 상태에 가장 근접해 있는 자로서 토
양오염이라는 위험을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지
위에 있는 자라는 점에서, 상태책임의 귀책근거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 설명이 가
능하다.
아울러 환경법상 원인자책임원칙에서 원인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적합지위설”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18) 일반적으로 환경법상 원인자책임원칙
에서 누가 원인자가 되는지와 관련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ⅰ) 외형적 생활
관계의 장소적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방출한 자(형식적 생활관계설), (ⅱ) 사실상
의 생활지배의 범위 내에서 오염을 발생시킨 자(사실상의 지배영역설), (ⅲ) 환경오
염의 원인을 야기하고 오염을 제거․방지하는 데 가장 적합한 상황에 있는 자(적
합지위설), (ⅳ) 계속적인 인과관계의 고리 속에서 환경오염에 참여하거나 요인을
분담한 자(인과관계 연속에의 참여설) 등이 그것이다.19) 이 가운데에서도 적합지위
설은 제3호의 오염원인자에게 정화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8)

19)

원인자책임원칙에 관해서는 拙稿, “석면피해구제의 비용부담과 원인자책임원칙”, 환경법
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9. 4), 204-209면 참조.
윤서성, “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에 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10권, 한국환경법학회
(1988), 24-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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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염ㆍ훼손된 환경의 회복ㆍ복원에 드는 비용은 그 원인을 초래한 자를
규명하여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분담시키는 것이 원인자책임원칙에 가장 충실하
며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원인자의 발견과 책임
분배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환경오염, 특히 토양오염은 그 누적성, 장기
성,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원인자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고 책임정도를 산정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다. 필요한 비용을 혼자서 조달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
가 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원인자책임원칙의 수정
을 요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자의무자력 등을 이유로 원인자책임원칙을 적
용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자에게
책임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으며, 수익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제3호의 양수인은 결국 현재 오염된 토지를 소유
하고 있는 자로서 토양정화를 통한 이익이 그 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수익자부
담원칙도 그 책임 귀속의 근거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여하튼 제2호의 경우에는 발생한 토양오염에 대하여 그 원인이 된 시설의 소유
또는 사실상의 지배를 통하여 어떻게든 그 원인에 기여한 자로서, 자신이 지배하
는 물건으로부터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한다는 관점에서 그 책임
이 인정될 수 있는 반면, 제3호의 경우 전혀 그 토양오염의 원인에 기여함 없이,
결과로서의 토양오염 상태와 근접해 있으므로 토양오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
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발생한 토양오염이 더 이
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오염토양의 정화를 통
한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라는 점 등으로부터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 양자의 정화책임 귀속은 그 근거나 정도에 있어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
는 것이고,20) 따라서 면책과 관련하여 이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 즉 상대적 평등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입법대안
평등원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위헌성 제거라는 표현보다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제거한다는 표현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평등권 침해”
20)

제1호와 제2호의 오염원인자와 제3호와 제4호의 오염원인자의 성격이 크게 다르다는 견
해로 채영근, “기업의 환경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철강부지 오염에 대한 정화책임
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4), 141-1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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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운운한 것은 현행법 제10조의4 제2호가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라
고 규정되어 있고, 제3호는 양수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양자 모두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발동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소유(혹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라는
점에서 동일한 데도 불구하고 면책사유 등에 있어서 차별을 두었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제2호가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소유․점유․운영자임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
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혹은 “토양오염 발생 당시 토
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운영자”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라는 문구
대신에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이 발생하였을
때”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도 보다 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물리적
인 시설은 물론 그와 관계없이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현행법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토양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과 토양오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토지” 양자 모두를 포괄하고
있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더구나 현행과 같이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가 이에 포함된 것은 2011. 4. 5. 개정 이후이다. 즉, 종래에는 “토양오염물질
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
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11. 4. 5. 개정법
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
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그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
생한 장소”로 확대하였다(제2조 제3호). 결국, 종래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념 정의가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즉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시
설 등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에서 더 나아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가 추가된 것
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등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하와 관계없
이 토양오염이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게 된 것
이다. 결국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이 아니라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구법상으로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
고 결국 정화책임을 지는 오염원인자가 아니었음에 반하여, 동 개정에 의해 비로
소 정화책임을 지게 되는 오염원인자에 포함되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마산한국철강부지사건에서 부영의 경우는 일부 시설물이 방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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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태에서 이를 양수한 것이므로, 구법하에서도 여전히 제3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 여하간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많음은 분명하
다.
이러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예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토양오염관
리대상시설” 개념과 토양오염의 “결과”이자 정화의 “대상”이 되는 “오염토지”를
명확히 구별하여 개념지우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혹은 “토양오염관
리대상시설”의 개념 정의 자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2호에서 “토양오염의 원인
이 된”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3호에서도 “토양오염이 발생한”
또는 “토양오염의 대상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화책임의 귀속뿐만 아니라 토양정화의 범위와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 현행대로 제3호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원인자가 제2호의 원인자의
책임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그 오염된 부지에
대한 정화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제2호의 경우와 같이 해당 시설이 토양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주변부지에 대한 정화책임까지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
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하여 해당 부지에 대한 정
화책임을 지는 것만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을 남기
지 않도록 보다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Ⅴ. 신뢰보호원칙 위반상태의 제거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

마산한국철강부지사건: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바28 결정
환경오염책임법제가 정비되기 이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자기책임,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상의 불법행위규정에 의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데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존재한다. 특히, 폐기물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시작
된 1970년대 이전까지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가 비록 토양오염
사실을 알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토양오염에 대해서까지 공법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예측하기 어
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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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의이며 무과실인 양수자는 면책되지만(구법 제10조의3 제3항 단
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는 통상 토양오염사실 또는 그 가능성에
대해 알거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되기 쉽고, 양수자의 면책을 위
해 도입된 토양환경평가제도는 2002. 1. 1.에서야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양수자에 대해서는 위 면책규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으로 인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는 손
해배상 및 토양정화 책임을 무한책임으로서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다른 오
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자력인 경우가 많고, 자력이 있는 다른 오염
원인자가 존재하더라도 구상권 행사의 절차 및 책임분배의 기준이 미비하여,
사실상 우선 책임을 추궁당한 양수자가 전적으로 손해배상 및 토양정화 비용
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은 예측하기 곤란한 중대한 제약을 사후적
으로 가하고 있으면서도, 그로 인한 침해를 최소화 할 다른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뢰이익의 손상 정도가 중대하다.
구 토양환경보전법(2001. 3. 28. 법률 제6452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3호가 시행된 2002. 1.
1. 이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양수 이
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이 2002. 1. 1. 이전에 이루어진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양수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상태에 대한
신뢰의 정당성, 책임회피 가능성의 부재, 신뢰침해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볼 때, 토양오염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거․예방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
상한다는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만으로는 신뢰이익에 대
한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은 2002. 1. 1. 이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
설을 양수한 자를 그 양수 시기의 제한 없이 모두 오염원인자로 간주하여 보
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2. 정화책임의 소급과 신뢰이익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일관되게 CERCLA의 소급효를 긍정하고 그 합
헌성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판례와 사뭇 달라 보인다.21) 이 글이 이번 헌법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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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결정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화
책임의 소급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고, 학설상으로도 정화책임의 소급 여하에 관하
여 다툼이 있는 우리 현실에서,22)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책임, 특히나 제3호의
양수인의 정화책임이 소급책임의 성질을 갖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소급책임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판단을 하였다는 점
은 일단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하튼, 제3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와 관련하여, 헌법불합치결
정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 이전의 양수인
의 정화책임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2002년 1월 1일
이후 양수한 자의 경우에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부정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서는 현행과 같이 선의․무과실에 따른 면책조항을 두는 것만으로 족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시점 이전에 양수한 자에게는 정화책임을 전면적으로 면제하고,
어떤 시점 이후에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정화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책을 보다 확대
할지 여하와 관련하여, 시적 범위에 대한 판단 여지는 다소 넓게 열려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양수에 관련해서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인정하면서도,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상태에 대한 신뢰
의 정당성, 책임회피 가능성의 부재, 신뢰침해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만으로는 신뢰이익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
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토양오염 사실을 알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토양오염에 대해서까지 자신이 오염된 토
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공법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
었다고 볼 것인가? 즉,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 존재 여부의 시점이 문제되는 것
이다. 아울러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존재하던 시점이라도 하더라도 침해받는
21)

22)

미국 판례의 검토에 비추어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소급효가 위헌이 아님을 주
장하는 견해로는 김성배, “소급적 토양정화책임의 위헌문제: 미국 판례와 CERCLA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2012. 5), 55면 이하 참조.
소급책임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김홍균, “미국 종합환경대응책임법(CERCLA)상의 책
임당사자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원인자”, 환경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
회 (2002), 97-98면 참조. 소급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황창식, “기업의 인수․합병과 토양
오염”, 환경문제연구총서 Ⅸ , 대한변호사협회 (2001), 149면; 김현준, “토양정화책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법연구 제34집 제2호, 한국공법학
회 (2005. 12), 205면; 채영근, 註 20, 1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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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보호가치의 정도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등의 여하에 따
라서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까지 이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23) 예컨대, 일정
한 한도 내로 책임을 제한한다면, 이익 침해의 정도나 신뢰의 손상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러한 새 입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
적과 저울질하였을 때,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
이다.

3. 시적 범위의 판단: 토양오염에 관한 공법적 규제의 변천과정
(1) 공해방지법 시대(1963년~1977년): 토양오염의 부지(不知)
1963년 공해방지법은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기구의 조업으로 인하여 야기
되는 “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 또는 진동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
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 토양오염을 법
적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공해방지법보다 2년 앞서 1961. 12. 30. 제정된 오물청소법(1962. 1. 1.
시행)은 특별청소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점유자(점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
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 내의 오물을 소제하여 청결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4조). 이와 같이 일정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 지는 오물소제 및 청
결유지 의무는 자신이 오염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으로, 이미 오염된
토지나 건물을 양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그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1973. 3. 8. 개정 오물청소법은 이에 더하여 건물의 소유
자 또는 점유자에게 건물 안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
하도록 의무화하였다(제16조).

(2) 환경보전법 시대(1977년~1990년): 토양오염의 인식
토양오염을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처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77년 환경보전
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1977. 12. 31. 제정 환경보전법(1978. 7. 1. 시행)은 대기
23)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
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5. 10. 26.자 94헌바12 결정; 헌법재판소 1999. 7. 22.자 97헌바76, 98헌바50ㆍ51ㆍ52
ㆍ 54ㆍ55(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8. 9. 25.자 2007헌바7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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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과 함께 “토양오염”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
해 방지를 입법목적으로 규정함(제1조)과 아울러, ‘오염물질’을 “대기오염․수질오
염 또는 토양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제2조 제2호).
먼저, 보건사회부장관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으로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
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관
할 시․도지사에 대하여 당해 지역 내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제7조 제1항), 특별대책지역 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조 제1항). 또한, 시․도지사는 특별대책지역 내에 있어서 특정유해물질
에 의한 농경지(초지 포함)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경지에 유입하는 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거나 복토․삭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도록 하였고(제41조), 특별대책지역 내에 있어서 토양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오
염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재배자에 대하여 당해 오염지역
에 대한 농수산물등의 재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제42조) 재산권을 제한하
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자신이 오염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이
더라도, 단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법상의 책임 부과 혹은 재산권 제
한이 이루어진 것은 1977년 환경보전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1979. 12. 28. 개정 환경보전법(1980. 1. 1. 시행)에서는 농수산물등의 재
배 제한뿐만 아니라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오염된 농수산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
였다(제42조). 또한, 토양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환경청장은 특정유해물질, 산업
폐기물ㆍ동물의 사체, 분뇨 또는 진개등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하천 또는 공유수면
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오염물질의 점유자에게 그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자에
게 명하여야 한다(제37조 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점유라는 사실에 근거한 공법
상의 제거책임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또한, 1986. 12. 31. 개정 환경보전
법(1987. 4. 1. 시행)에서는 하천이나 공유수면뿐만 아니라 산림이 오염되거나 오염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986. 12. 31. 제정된 폐기물관리법(1987. 4. 1. 시행)에서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
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대청소를 실시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제

5조 제2항), 오물청소법에서와 달리 특별청소구역에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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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공법상의 청결유지 및 대청소 실시 의무
를 부과하였다.24) 또한, 자신이 소유․점유․관리하는 토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투기를 금지하고(제6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해 제거 또는 발생의 방
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이 내려지도록 하였다(제32조).

(3) 환경정책기본법 시대(1990년~1995년): 개별법에 따른 단편적 규제
1990년, 복수법주의에 입각한 환경정책기본법 시대에 들어서는, 토양오염은 수질
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1990년 제정 수질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방지’
에 관한 장을 두어, ‘농경지 등의 오염방지(제45조)’, ‘농수산물 재배 등의 제한(제

46조)’, ‘농약잔류허용기준(제47조)’ 등 환경보전법이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계수하
였는데, 특히 제29조 제2항에서는 환경처장관이 공공수역 또는 산림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행위자에게 해당 물질의 제거를 명하여야
하고, 행위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물질이 배출되어 있는 곳의 점유자,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1991년 개정 폐기물관리법에서도 토양오염에 관한 일부 규정을 두게 되었
다. 제47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4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예치
금), 제50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이용제한 등) 등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의 사용종료 또는 사후폐쇄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
로 인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
한 규정을 두었다.

(4) 토양환경보전법 제정(1995년) 이후
토양오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은 1995. 1.

5.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1996. 1. 6. 시행). 당시에는 공법상 토양
정화책임과 관련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상시측정 또는 토양정밀조사 결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오염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자(“오염원인자”)에게 토양오
염물질의 제거 등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5조 제1
항). 비록 “정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바, 현행법상의 정화조치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
24)

한편, 이와 같은 청결유지의무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게
된 것은 2007년 8월 3일 개정 폐기물관리법 이후이다(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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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무과실책임 조항이 있기는 하였으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였
을 뿐, 정화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으며, 그 주체 역시 그 오염의 원인을 발생
하게 한 자로 되어 있었다(제23조). 결국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의 경우에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다.
그러다가 2001. 3. 28. 개정 토양환경보전법(2002. 1. 1. 시행)은 종래 “토양오염
유발시설”만을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던 것을, “토양오염유발시설”과 “특정토
양오염유발시설”로 이원화하면서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비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
시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즉, 종래에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범
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주유소 등과 같이 토양오염의 우려가 높은 시설을 한
정하고 있던 것을 현행과 유사하게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
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제2조 제3호)”으로 바꾸고,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
염유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개념화하였다

(제2조 제4호). 이에 따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은 종래의 “토양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의무, 방지시설 설치의무, 토양오염검사 의무, 의무위반에 따
른 조치명령 등의 대상이 됨에 비하여, 개정법상의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경우에는
상시측정, 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토양
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오염된 토양의 정화 등의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었다(제15조). 그리고 종래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라고 되어 있던 것을 분명히
오염된 토양의 “정화”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2001년 개정법은 제23조의 무과실책임 조항에서 “정화”라는 표현을 도입
하게 된다. 즉, 현행과 유사하게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본문).”고 규정한 것이다. 또한,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ⅰ) 토양오염물질
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ⅱ)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ⅲ)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
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로 규정하였다(제23조 제3항).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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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대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할 때, 1970년대 이후에는 공법상의 책임 부담에 대
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폐
기물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시작된 1970년대 이전까지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가 비록 토양오염 사실을 알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토양오염에 대해서까지 공법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
음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다.26)
비단 폐기물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시작된 시점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1978년 7
월 1일 환경보전법 시행을 통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인식이 시작되어 법적 규
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점, 1987년 4월 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을
통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청결유지의무 및 대청소실시의무가 부
과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토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의 의무는 이미 1961
년 12월 30일 오물청소법(1962년 1월 1일 시행)에서도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넉넉히 고려하더라도 1970년대 이후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한 자가 비록 토양오염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토양오염에 대해서까지도 공법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
음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1970년대 이후에 들어서라도 책임 부담 그 자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
다고 하지만, 수백억 내지 수천억 원의 정화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정도의 막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까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와 같이 지나치게 엄격한 책임의 부담으로 신뢰이익의 손상 정도가 과중하다면 여
전히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수한 자와 관련하여, 비록 1970년대 이후라면 공법상 책임 부담에 대한 예측 가
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수

25)

26)

우리나라 토양환경법제의 역사에 관해서는 拙稿, “토양환경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
환경법과 정책 제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2010. 5), 151-156면,
168-171면; 박종원․김현준, 註 17, 23-30면 참조.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어서 “오염원인자 조항이 2002. 1. 1. 이전에 이루어진 토양오
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만으로는 신뢰이익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
호할 만한 신뢰’를 인정할 수 있는 기점이 1970년대인지, 2002. 1. 1.인지를 불명확하고
애매하게 마무리하고 있다. 김현준, 註 2, 5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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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정화책임을 지게 될 것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970년대 이후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사이에 토양오
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 손상되는 신뢰이익의 정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시설이나 토지의 거래가액의 범위 한도로 책임의 범위를 제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토지의 거래가액에 대한 기준시점이 애
매할 수 있고 토양오염 사실의 발각 전후에 따라 가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을
고려할 때, 하위법령에서 그 기준시점이나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970년대 이후의 특정 시점 이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의 경우에
는 아예 제3호에 따른 오염원인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점 이
후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범위를 일정 범위 내, 예컨대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부지의 거래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2002년 1월 1일 이후
양수한 자의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정화책임을 인정하되 선의․무과실 면책
을 허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특정 시점 이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가 오
염원인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특정 시점 이후 2001년 12월 31일 이
전에 양수한 자의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호의 오염원인자로
서의 정화책임에 관한 것일 뿐이며, 그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다면 여전히
정화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 특정 시점 이전에 시설을 양수하
였더라도, 그 특정 시점 이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설을 양수하였더라도,
그 이후 지속적으로 그 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한 경우로서 그 시설이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된 것이라면 여전히 제2호의 오염원인자로서 정화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 이전에 양수한 자를 아예 오염원인자에서 배제할 것인가
에 관해서는 입법재량에 맡겨야 할 것이지만,27) 그 시점이 지나치게 늦춰지는 경
우에는 오염토양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의 보전이라
는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이 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
러 또 하나의 대안으로 아예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만 구분하여 이분법적으로
27)

이 글에서의 접근방식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또는 토양 관련 입법연혁을 분석하고 있는
글로는 채영근, 註 20, 132-133면 참조. 이 글 역시 1970년대 가운데 어느 시점을 상정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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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에 양수한 경우에는 책임 면제, 그 이후에 양수한 경우에는 책임 부과의
방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현재의 소유자가 정화책
임을 면제받게 되는 오염토지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2013년 5월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게 되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
는 자를 찾아내는 것이 곤란할 것이며, 결국은 오염된 토지가 방치되거나 혹은 토
양정화에 드는 비용을 국민 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
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Ⅵ. 과잉금지원칙 위반상태의 제거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
마산유류저장탱크사건: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바167 결정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자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로 확장하여 이들에게 무과실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목적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
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법의 목적(구법 제1조)에 비추어 정당하다.
한편,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응 자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
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및 오
염토양의 정화책임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오염원인자 책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가 부담하는 책임이 그
귀책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것이 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는 다른 수
단이 존재한다.
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
오염을 유발시킨 자’(구법 제10조의3 제3항 제1호, 이하 ‘오염유발자’라 한다)
에게 1차적인 책임을 부담시키고, 오염유발자를 찾을 수 없거나 오염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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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
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도 확실하고 신속한 피
해배상 및 토양정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나) 제3자의 행위,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 일반 공중에 귀속될 수 있는 원
인 등으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가 토양오염 발생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고 그 책
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
자․운영자를 면책할 수 있다.
다)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오염토양의 정화비용 등은 거액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선의․무과실
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의 책임을 당해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시가 범위 내로 제한하거나, 일반적인 책임한도제를 도입하는
방법 등으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수단들을 도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및 토
양정화 등 책임의 공백 또는 그 책임 이행의 지연 문제는 환경손해보험 및
토양정화기금 등과 같은 제도로 보완될 수 있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에게 먼저 손해배상책
임 및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을 부담시키고 그러한 책임을 이행한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에게 구상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토
양오염의 장기성 때문에 다른 오염원인자를 찾을 수 없거나 다른 오염원인자
가 무자력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구상권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 구상권
행사의 절차와 책임 분담의 기준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상권의 실현
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구상권의 존재는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
항으로 인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가 받게 되는
침해를 완화하기에 부족하다.
비록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이 달성하려는 확실하고 신속한 피해배상 및
토양정화라는 목적이 일반 공중의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에 직결되어 있지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는
사실상 면책이 불가능한 1차적인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에 이를 정도로 거액에 이르기도 하는 비용을 그 범위의 제한 없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될 공
익보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이 더 클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이 다른 책임 완화 수단을 마련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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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를 오염원인자로 보아
손해배상 및 토양정화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
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연대책임 및 오염원인자 간의 구상관계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책임은 연대책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널리 받
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
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0조의3 제2항
의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 역시 다수의 오염원인자가 존재하고 이
들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정화조치명령을 각각 내릴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바,
공법상의 토양정화책임이 연대책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8) 다수의 학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며,29) 필자 또한 그에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10조의3 제2항은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공법
상의 토양정화책임의 성질을 연대책임으로 해석하는 직접적인 근거로는 볼 수 없
다 할 것이다.30) 공법상의 정화책임 발생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이루는 것은 제
28)

29)

3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88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20137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
209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4. 23. 선고 2007누6924 판결 참조.
채영근, 註 20, 133면; 김홍균, 환경법 , 홍문사 (2012), 705-707면; 한귀현, “토양오염과
오염토양정화책임의 법리”,
공법학연구
제3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290-291면 참조.
이와 유사한 견지에서 필자는 제10조의3 제1항 역시 공법상 정화책임의 직접적인 근거
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ⅰ) 제15조 제3항 등의 규정에서 행정청의 정화조치명령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ⅱ) 제10조의3을 공법상 정화책임의 근거로
해석할 경우, 제10조의3에서는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정화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반면, 제15조 제1항에서는 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행정청이
선택재량으로 오염토양의 정화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우려기준의 개념 자
체가 피해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
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렇게 되면 공법상 정화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요건이 상호 충돌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 (ⅲ) 제10조의3 제1항을 공법상
정화책임의 근거로 이해한다면, 연대책임을 정하고 있는 제10조의3 제2항 역시 공법상
정화책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원인자 중 누구를 대상
으로 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진정연대책
임의 경우와 달리 공법상 정화책임과 관련해서는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이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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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제3항이다. 즉, 행정청은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ⅱ)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ⅲ) 오염토양
의 정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는 것이다.
결국 제15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행정청은 어떠한 오염원인자를 대상으로 조치명령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유형의 조치를 명할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청은 어느 하나의 오염원인자에게 정화조치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동시나 순차로 모든 오염원인자에게 정화조치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
고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각 오염원인자는 우려기준 이하가 되도록 토양을 정화하
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바, 결국 자신의 기여도와 관계없이 전체에 대하여 책임
을 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공법상의 토양정화책임 역시 연대책임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정화조치명령의 법적 근거를 이루는 제15조 제

3항의 규정, ｢토양환경보전법｣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정하
고 있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31)

31)

안 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ⅳ) 뿐만 아니라, 제10조의3 제2항의 경우에는 “오염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법상 정화책
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 (ⅴ) 특히, 마산
한국철강부지사건에서 사실관계상 해당 토양오염이 한국철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영
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토지
양수인인 부영을 상대로도 정화조치명령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재량권 행사
의 일탈․남용의 위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제10조의3이나 제10조
의4 등의 규정은 공법상 정화책임의 적용에 있어서 유추적용될 여지는 있을지언정 공법
상 정화책임의 직접적인 근거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제15조 제3항 등의 규정
이 공법상 정화책임의 직접적인 근거를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拙稿, “오염토양과
폐기물의 법적 구별과 그 처리책임”, 환경법과 정책 제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
소 환경법센터 (2012. 5), 111-112면 참조. 이와 같은 해석과 반대로 제10조의3 중에서
토양정화에 관한 규정은 공법상의 정화책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로는 김현
준, 註 22, 193면 이하 참조.
필자의 입장과 같이, 제10조의3이 사법상의 책임만을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공법상
정화책임의 직접적인 근거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원인자가
공법상의 정화조치명령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김명용, “토양환경보전법의 비교법적 분석: 독일의 연방토양보호법을 중심
으로”, 환경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2. 9), 52-53면; 채영근,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 공법연구 제30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2. 6), 328-330면; 황창
식, 註 22, 164면 참조. 오히려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제10조의4에서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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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제2항이 공법상의 정화책임을 연대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
로 이해하여서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10조의3 제2항은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
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
법상 정화책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
특히 마산한국철강부지사건에서 해당 토양오염이 한국철강에 의한 것인지 부영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한국철강에 의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이
해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양수인이 부영을 상대로도 정화조치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의 위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까
지 고려한다면,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은 공법상 정화책임의 적용에 있어서 유추
적용될 여지는 있을지언정 공법상 정화책임의 직접적인 근거로 해석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할 것이다.
복수의 오염원인자 가운데 행정청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한 사람이 정화책임을 지
게 된 경우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서의 求償權과 같은 비용상환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
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
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
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32)
필자가 이해하는 바와 달리, 법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이 공법상 정화책임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정화책임의 경우에도 부
진정연대책임의 법리상 당연히 구상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이다. 그렇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제10조의3은 공법상 정화책임에 관하여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가 제10
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다른 오염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
기는 곤란할 것이다.

32)

에 따른” 오염원인자로 본다고 규정한다거나, 이 법 정의조항에서 “오염원인자”의 개념
을 정하였더라면 논란의 소지는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법원은 제10조의4
에 따른 오염원인자가 공법상 정화조치명령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제10조의3을 공법상 정화책임의 근거로 보고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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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제2항을 유추적용함으로써 공법상 정화책임에 있어서도 오염원인자
간에 구상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異論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하튼 현행법
이 공법상 정화책임과 관련하여 구상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에 따라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가 다른 오염원인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할 것
이다.
부영이 한국철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역시 부영은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을 뿐, ｢토양환경보전법｣에 기한 구상권의 행사를 주장하
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다.33)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이
른바 신도림테크노마트사건에서 역시 법원은 불법행위책임, 하자담보책임, 채무불
이행책임 등의 성립 여부만을 따지고 있을 뿐,34)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한 구상
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아울러 복수의 오염원인자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화비용을
분담할 것인지도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부영이 한국철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종결되기에 이른 것도 오염원인자 간
의 비용부담 문제의 복잡성에서 기인한 측면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35)
이는 이번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즉,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토양정화책임을 연대책임으로 정하고 있음을 전제
로, 책임의 순위를 두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이 과잉금지원
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으며, 구상권 행사의 절차와 책임분담 기준의 미비를 지
적하였다.36)
결국 과잉금지원칙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상권 행사
33)
34)

35)
36)

창원지방법원 2011. 12. 20. 선고 2007가합3360 판결.
신도림테크노마트사건은 마산한국철강부지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프라임개발 주식회사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을 상대로 토양정화
비용 등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2009다66549), 제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게는 채무불이행책
임을, 세아베스틸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각각 인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
고 2008나9286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10. 11.자 20011나774 결정.
장항제련소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인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판시를 확인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 2010. 7. 7.자 2009아29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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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구상권의
존재만으로는 침해를 완화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구상권 이외의 무언
가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즉, 제2호의 자에게 제1호의 책임에 대한 보충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가 토양
오염 발생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고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하는 방법, 일반적인 책임한도제를 도입하는 방법 등으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 혹은 그 이외에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법과 동일한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선택되어야 함은 물론이다.37)

3. 복수 오염원인자 간의 선택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에서 열거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의 오염원인자
중 누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정화책임자의 우열 문제는 법문상
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마산한국철강부지사건에서 마산시장이 부영과 한국철강
에게 각각 정화조치명령을 내린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된다. 그런데도, 헌법재
판소는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보충책임을 도입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한편, 복수의 책임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조치명령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들
책임자의 책임관계가 보충적인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
다.38) 즉,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는 항상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거나 토지사용을 허용한
경우 임차인이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는 때 책임을 부
담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직접 처리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도 폐기물 발생의 원
인을 제공한 임차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

37)

38)

이러한 취지에서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점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최소침해
수단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는 견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현준, 註 2,
596-597면.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ⅰ) 폐기물을 처리한 자, (ⅱ)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ⅲ)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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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것이
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39)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폐기물처리조치명령과 토양정화조치명령에 대하여 다른
잣대를 적용한 까닭은 무엇일까?40) 폐기물과 토양 각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
양자를 각기 다른 성질의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는 옳은 판단으로 보인다. 폐
기물의 경우에는 오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아니라 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오염원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비교적 그 처리자나 원인자를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고, 폐기물의 방치 유무를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
임의 성질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은 반면, 토양의 경우에는 다양한 오염원
의 영향으로 오염을 당하게 되는 수용체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토양오염 자체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하므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원인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오염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고 확실한 토양정화
를 위해서는 보충책임이 아니라 연대책임의 성질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의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는 (ⅰ) 폐기물을 처리한 자,

(ⅱ)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ⅲ) 폐기물
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등은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의 각
단계에 관여한 자로서, 각 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자가 1인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
우가 많고 폐기물 전자인계․인수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그 특정이 비교적 용이하
다는 특성을 갖는 반면, 오염토양정화조치명령의 경우에는 정화책임자의 각각의 유
형에 해당하는 자가 1인이 아니라 복수인 경우가 허다하고, 폐기물의 경우와 달리
그 발생주체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
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충책임을 적용하게 된다면,
결국 현행법상 제1호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에게 정화조치명령을 내림으
로써 직접적인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
되, 직접적인 오염원인자를 규명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호 이하의 자에게
정화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로써 현행법과 동일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면, 결국 행정청이 제1호 이외의 자에게 정화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기

39)
40)

헌법재판소 2010. 5. 27.자 2007헌바53 결정.
이들 두 결정의 비교에 관해서는 이기춘, 註 2, 444-4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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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직접적인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를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
나 설령 찾았다고 하더라도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다. 결국 오염토양의 신속하
고 확실한 정화라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적인 오염원인자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가 직접적인 오염원인자가 정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아 토양정화가 지연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1호의 유형 중에서도 실질적으로는 토양오염의 발생에 대하여
극히 일부분만 기여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제2호의 유형 중에서도 장기간 동안 자
신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
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자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게 되
면, 제1호의 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제2호의 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
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41)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일본에서 직접적인 행위책임자
가 그 이외의 자에 우선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42)
일본의 경우에는 상태책임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행위책임자가

41)

42)

가령 甲이 50년 이상 주유소 및 그 부지를 소유하는 동안, 乙, 丙, 丁, 戊 등에게 순차적
으로 해당 부지를 임대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게 한 경우, 乙, 丙, 丁, 戊 등 주유소 운영
자가 각각 조금씩 토양오염에 기여하였는데,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발견된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거나 자력이 있는 주유소 운영자가 丁밖에 없다고 할 경우, 행
위책임자에 해당하는 丁이 자신이 기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적으로 정화책임
을 부담하고(우려기준 이하로 오염토양을 정화하고), 토양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를 인식한 채로 주유소를 임대해 온 甲은 아무런 정화책임 없이 토양정화로 인한 수익
을 얻게 되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
미국의 경우 연대책임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원은 판례를 통하
여 부진정연대책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United States v. Chem-Dyne
Corp., 572 F.Supp. 802 (S.D. Ohio 1983); Sand Spring Home v. Interplastic Corp., 670
F.Supp. 913, 915,-916 (N.D.Okla. 1987); United States v. Rohm & Haas Co., 2 F.3d
1265, 1280-81 (3d Cir. 1993); United Technologies v. Browning-Ferris Indus., 33 F.3d
96, 100 (1st Cir. 1994); United States v. Colorado & Eastern R.R. Co., 50 F.3d 1530,
1535 (10th Cir. 1995). 이는 책임당사자가 책임의 정도가 분할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
하는 한, 정화비용 일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책임의 분할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Dent v. Beazer Materials & Services,
156 F.3d 523, 529 (4th Cir. 1998); Centerior Serv. Co. v. Acme Scrap Iron & Metal
Corp., 153 F.3d 344, 348 (6th Cir. 1998); United States v. Rohm & Hass Co., 2 F.3d
1265, 1280 (3d Cir. 1993); Uninited States v. Alcan Aluminum Corp., 990 F.2d 711 (2d
Cir. 1993).

∣138∣ 환경법과 정책 제10권(2013.5.31)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위책임자가 정화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책임자로
하여금 정화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관하여 소유자 등의
이의가 없어야만 정화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되어 있다.43)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책임조항에 관한 입법론에 있어서도 복수의 원인
자 간의 우열순위를 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토양
환경보전법｣에서 복수의 원인자를 상대로 정화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
는 취지는 확실하고도 신속한 오염토양의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과 환경의 보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에게 정화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취지 달성에 부합할 수도 있을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오염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정화하도록 하는
것이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독일의 2004. 6.

29. 올덴부르그 행정법원 판결(VG Oldenburg, Urteil vom 29. 6. 2004)에서는 복수
의 책임자 가운데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하고 유효한 위험제거가 기대되는 당사자에
게 정화를 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44) 또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00.

2. 16. 결정에서는 상태책임이 행위책임에 비하여 후위에 서는 것은 헌법적 이유에
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으며,45) 이는 연방토양보호법의 입법이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수의 오염원인자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도 도입이 불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행정청이 복수의 오염원인자 중 누구에게
정화조치명령을 내릴지에 관하여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기
준을 제시하는 편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정화조치명령처분 행사에
관한 재량준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어차피 공법상 토양정화책임이 연대책임의 성질
을 갖는다고 이해하더라도, 사법상의 부진정연대책임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하는 것
이며, 행정청이 복수의 오염원인자 가운데 누구를 대상으로 정화조치명령을 내릴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역시 하자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
여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10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상의 부진정연대책임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다. 즉, 사법상 부진
정연대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인자 중 누구를 대상으로 할
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비하여, 공법
43)
44)
45)

일본 토양오염대책법(土壌汚染対策法) 제7조 제1항 참조.
박종원․김현준, 註 17, 136-139면 참조.
BVerfG, Beschluss vom 16. 2. 2000 - 1BvR 242/91, 3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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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정화책임에 있어서는 하자 있는 재량이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재량의 법리
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청이 복수의 오염원인자 중 누구를 대상으로
정화조치명령을 내릴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재
량의 통제법리인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서는 복수의 오염원인자 가운데 누구를 대상으로 정화조치명령을 내려야 할 것인
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단적인 예로, 마산한국철강부지사
건에서 마산시장이 정화조치명령을 내림에 앞서서 수차례의 법령질의를 한 바 있
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행법이 아무런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누구를 대
상으로 정화조치명령을 내릴 것인지에 관하여 폭넓은 선택재량을 인정하고 있음에
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화조치명령을 받음으로써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오염원인자의 입장도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며,
자신이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쉽게 수긍하지 못하고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여하간 재량권행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기
준이나 일관성 없이 쇼핑 식으로 정화조치명령 대상자를 택하게 될 우려를 다소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량권행사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토양
오염으로 인한 위해 제거의 효율성, 비례원칙 등이 동시에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
이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
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며, 지나치게 구체적인 재량권행사기준의 마련은 사안에 따
른 유연한 행정청의 대응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
다.

4.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을 통한 책임 완화
헌법재판소는 보충책임의 도입 이외에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
자․운영자가 토양오염 발생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고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
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하는 방법,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침해를 최
소화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전자의 대안, 즉 면책하는 방법
을 제시한 것은 제2호의 책임을 상태책임으로 인식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큰 것으
로 보인다. 즉, 위험야기와 관계없이 정화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위험야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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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는 경우에는 면책을 하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제2호
의 자에게 정화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시설
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야 할 것이다.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토양오염의 경우에는 제

2호의 자가 정화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책임 제한에 관해서는 그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해당시
설의 운영자가 아닌 소유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독일 연방토양보호법에서는
법 시행일인 1999년 3일 1일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선의․무과실의 前 소
유자, 행정청과 정화의무자 간의 정화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승계인의 면책 합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정화책임의 면제나 책임의 범위 제한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지 않지만, 정화조치명령에 따른 정화에 드는 비용이 토지의 가액을 상회
한 사례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소유권 보장과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
하여 토지소유자의 책임범위가 토지의 거래가액의 범위로 한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46)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소유자에는 기업이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산한국철강부지사건을 예로 든다면 부영의 경
우 아파트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었음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고, 장항제련소
사건47)을 예로 든다면 엘에스산전이나 엘에스니꼬동제련 등 기업이 그 당사자이었
고, 해당 부지상에서의 사업활동을 통하여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얻어 왔음이 충
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화
책임을 당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시가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책임
제한으로, 해당 토양오염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일반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을 전
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46)

47)

BVerfG, Beschluss vom 16. 2. 2000 - 1BvR 242/91, 315/99. 이 결정에 관한 국내 소개
는 이기춘, 註 11, 405면 이하; 김현준, 註 11, 363면 이하; 박종원․김현준, 註 17,
115-122면 참조.
장항제련소사건에서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대전지방법원
2010. 7. 7.자 2009아291 결정), 이번 2건의 결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다양한 논점에 대
하여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이 내릴 것인지 많은 관심을 끌었으나,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의 토양오염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엘에스산전, 엘에스니꼬동, 서
천군, 충청남도, 지식경제부 및 환경부 간의 협약 체결이 가시화됨에 따라, 엘에스산전과
엘에스니꼬동제련은 2012년 8월 10일,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12년 8월 21일, 피고
측이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11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사건 역시 법원의 위헌제청취소결정으로 취하되었
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나 재판 경과, 주요 논점에 관해서는 박종원․김현준, 註 17,
42-45면, 54-56면 참조.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 입법론 _ 박종원 ∣141∣

5. 입법대안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미
국의 CERCLA는 다수의 책임당사자가 존재하는 경우 정화비용을 부담한 당사자가
다른 책임당사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48) 일본의
토양오염대책법 또한 비용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구상권의 소
멸시효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49) 독일의 연방토양보
호법 역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두고, 다수의 정화책임자 간의 구상권을 명시
하고 있다.50)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책임분담의 기준까지 법으로 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복수
원인자 간의 내부부담관계는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 사안별로 해결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으며, 각 사안마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법정화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 할 것이다. 굳이 내부부담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요소를 법으로 명
시하려는 경우에는, 미국의 CERCLA와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CERCLA는 복수 당사자 간의 비용부담과 관
련하여 오염물질의 양, 유독성, 이동성, 증거능력, 지불능력, 소송부담, 공익적 요
소, 선례로서의 가치, 형평성, 그 밖의 집적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51)
법원에서는 CERCLA 입법 당시 하원의원이었던 Al Gore가 제시하였다고 하여

“Gore Factor”라고 불리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 ① 당사자가 자신의 유해
물질의 폐기 또는 누출에 기여한 부분이 분할 가능하다고 하는 주장과 입증능력,
② 유해쓰레기의 양, ③ 유해쓰레기의 유독성 정도, ④ 당사자가 유해쓰레기의 발
생․이동․처리․저장․폐기에 관여한 정도, ⑤ 유해쓰레기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기울인 주의의 정도, ⑥ 당사자가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력한 정도 등
이 그것이다.52)

48)
49)

50)
51)

42 U.S.C. §9613(f)(1).
일본 토양오염대책법 제8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이 오염원인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
인이 아닌 경우, 조치의 지시․명령에 기초하여 명해진 조치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원인
자가 판명되면, 조치의 지시․명령에 근거한 조치의 실시비용을 원인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구상권은 토양오염대책조치를 실시하고 원인자를 안 때로부터 3년, 토양오염대
책조치의 실시로부터 20년이 되면 시효로 소멸한다.
독일 연방토양보호법 제24조.
42 U.S.C. §9622(d)(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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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책임분담의 기준을 굳이 입법화한다면, (ⅰ)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
치한 토양오염물질의 양이나 그 독성, (ⅱ)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
는 운영한 기간, (ⅲ)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
은 이익, (ⅳ) 토양환경평가의 실시, 그 밖에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주
의의 정도, (ⅴ) 양도인과 양수인,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내부적 특약 등을
그 종합적 고려요소로 정하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복수 원인자의 선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택재량의 행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입법대안과 아예 정화조치명령의 대상자 선택에 관한 우열관계를 명시하는 입법대
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정화조치명령의 대상에 대한 선택재량의 행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이 조치명령의 주체가 됨에 따라 그 재량권 행사의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가 요구
될 것이므로, 그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고려요소를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신속하고 확실한 오염토양 정화의 가능성, 해당 토
양오염에 대한 기여의 정도 등을 고려요소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
로는 토양정화에 드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여부, 토양정화를 위
한 해당 부지로의 출입 가능성 또는 용이성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53)
그렇지만, 여전히 현행법상 정화조치명령권자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원인자 규명이나 그 선택에 관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화조치명
령의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54) 구체적으로는 정화조치명
령 대상자의 선택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기구의 판단으로 맡기는 방식이 있을 수
52)

53)

54)

See Amoco Oil Co. v. Borden, Inc., 889 F.2d 664 (5th Cir. 1989); U.S. v. R.W. Meyer,
Inc., 932 F.2d 568, 575-76 (6th Cir. 1991); U.S. v. A & F Materials Co., 578 F.Supp.
1249, 1256 (1984).그러나 이와 같이 여러 요소를 평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법원의 판
단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들 요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이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판례에서 법원은 각기 다른 사례적합성을 좇아 이들 요소를
편리한대로 적용하여 각 사안별로 형평에 맞는 책임배분을 꾀하고 있다. 채영근,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상의 어려움: CERCLA상의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1. 12), 362-363면.
2004. 6. 29. 독일 올덴부르그 행정법원은 시간적 근접성, 위험에의 근접성, 복수 행위책
임자 간의 기여도, 의무위반 및 리스크귀속의 요소, 책임자의 이행능력 등을 그 선택 기
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VG Oldenburg, Urteil vom 29. 6. 2004. 이에 대한 국내 소개는
박종원․김현준, 註 17, 136-139면 참조.
이와 같은 견지에서 오염원인자를 찾아내고 신속하게 이들 상호간 책임분담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과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채영근, 註 20, 141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 입법론 _ 박종원 ∣143∣

도 있을 것이고, 당초에는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화조치명령의 상대방을 선
택하도록 하되, 해당 명령을 받은 자가 별도로 설치된 위원회에 이의신청 내지 심
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아예 정화조치명령의 대상자 선택에 관한 우선순위를 법정하는 방안
도 고려할 수 있다. 앞에서와 같이 일정한 고려요소를 정하더라도 실제로 지방자
치단체장이 이들 고려요소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지방자치
단체장의 판단 여하에 따라 그 대상자가 달라질 수도 있어 재량권 행사의 일관성
을 확보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 토양오염대책법의 규정방식을 참고할 만하다. 즉, 일본
토양오염대책법은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면서,
① 오염원인이 소유자 등 이외의 자의 행위에 의한 것임이 분명할 것, ② 원인자

(상속,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에게 조치를 강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 ③ 원인자에게 조치를 강구하게 하는 것에 관하
여 소유자 등의 이의가 없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인자책임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제7조 제1항). 이들 요건의 충족 여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요건 충족의 증명책임은 소유자 등에게 있다.
여기에서 ①의 요건은 오염이 소유자 등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특정한 자의 행위가 원인이라는 증명이 요구된다.55) ②의 요건으
로는 원인자가 토양오염대책조치비용의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③의 요건은 원인자에 대한 지시․명령에 따라 조치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조치의 내용이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로 한정되
고 소유자 등의 토지이용에 지장을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
등에게 스스로 조치를 실시한 후에 지시조치 등의 범위 내의 비용을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방법과, 원인자에 대한 지시․명령에 따라 조치를 실시하는 방법 중 어
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다.56)
55)

56)

현실적으로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원인자가 납득하는 방법으로 원인자의 증명을 요구
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토지소유자 등이 원인자의 존
재를 신고하는 방법,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토양오염대책조치명령 등의 불이익처분
을 하는 때에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변명의 기회에 원인자의 존재를 주
장하는 방법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원인자의 존재에 관하여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력(地歷) 등을 조사하는 형태로 원인자의
해명에 관여하는 구조가 채용되어 있다. 中央環境審議会, 今後の土壌環境保全対策の
在り方について (平成14年1月), 19頁.
일본 토양오염대책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박종원․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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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정화조치명령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
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확실히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이 행정처분상의 혼
란을 줄이고 관련 분쟁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를 벤치마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의 유형을 토지 소유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제2호의 오염원인자가 현재 토지 소유자
등일 수도 있고 제3호의 오염원인자가 현재 토지 소유자 등일 수도 있음을 고려하
여, 다소 변형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각 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자가 복수일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
려할 때, 그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오염에의 기여 정도, 신속하고 확실한
토양정화 가능성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도 역시 소유자, 관리
자 또는 점유자 등이 복수 존재하는 경우의 책임관계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는데,
해석상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사이에 우선서열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57) 실제로 토양오염상황조사
명령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에서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부지 소유자와 실제 운
영자 간의 책임 배분, 위헌성 문제 등이 다투어진 바 있다.58)
생각건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기여정도, 신속하고
확실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양오염관리대
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먼저 토양정화를 명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해당하는 자가 면책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거나, 혹은

(ⅰ)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따로 존재함이 분명할 것, (ⅱ) 그 자가 토양정화를
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고 그 자에게 토양정화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 (ⅲ) 그 자가 토양정화를 하는 것에 관하여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가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이외
의 자에게 먼저 토양정화를 명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59) 이와 같은 입법대안은 전

57)
58)

59)

註 17, 148-160면 참조. 복수 책임자 간의 선택과 관련하여 특이한 판결로 2007. 11. 8.
베를린-브란덴부르그 고등행정법원 판결을 들 수 있는데, 법원은 연방토양보호법 제4
조 제3항의 규정 순서인 “원인자 → 원인자의 포괄승계인 → 토지소유자 → 사실상
의 지배주체”가 원칙적으로 정화의무의 우선순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에 관한 국내 소개 역시 박종원․김현준, 註 17, 133-135면 참조.
松村弓彦, ロースクール環境法 , 成文堂 (2010), 199-201頁 참조.
平24․2․3/平成23(行ヒ)18. <http://www.courts.go.jp/hanrei/pdf/20120203141905.pdf>. 이
에 관한 국내 소개는 박종원․김현준, 註 17, 162-167면 참조.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 이기춘, 註 2, 456면 참조.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 입법론 _ 박종원 ∣145∣

술한 바와 같이, 행정청이 직접적인 오염원인자를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어려
움, 혹은 이를 위한 엄청나 시간과 비용의 소요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소유․점유․운영자가 행정청에 비하여 직접적인 오염원인
자를 알아내기에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
도, 이 같은 입증책임은 그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지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유의하여야 할 것은 보다 우위에 있는 자가 조치명령의 대상자가 되었다
고 해서 그 후순위에 있는 자가 정화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이다. 이는 제1차적 영역에서의 정화조치명령의 “대상”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일 뿐, 제2차적 영역에서의 내부비용부담관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60) 즉, 정화조치명령 대상자의 선택에 관한 우선순위에 따라 토양정화를 이
행한 자는 다른 오염원인자에게 정화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2호에 해당하는 오염원인자가 여러 명인 경우, 즉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확실한 토양
정화의 가능성, 토양오염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부분
의 경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는 한 우
선적인 정화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가
그 대상이 되게 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오염원인자가 지나치게 무거운 정화비용을 부담함으로 인한 과잉금지원
칙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예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시설의 시가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보다는 국가
의 정화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61) 즉, 오
60)

61)

토양정화책임에서 제1차 영역, 제2차 영역은 정화의무자가 복수인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즉, 1차적으로는 신속하게 토양오염이라는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문제이며, 2차적으로는
구상관계를 포함하여 그 비용부담을 조정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김현준, “수인의
경찰책임자”, 공법연구 제35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7. 2), 233면 이하 참조. 註 41
에서 든 예의 경우로 본다면, 정화조치명령 대상자 선택에 관한 우선순위에 따라 행정청
이 戊를 상대로 정화조치명령을 내린 경우, 戊는 그 정화책임을 이행하고 자신의 부담부
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甲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구상권 행사
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여 정화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후
술하는 책임제한이나 국가 차원의 비용지원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오염발생 시기를 구분하여 일정 시점 이전에 발생한 오염의 정화비용 일
부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박용하․박상열․양재의,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관한 우리
나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법과 제도의 비교 분석 및 우리나라 정책개선
방향”, 환경정책연구 제3권 제2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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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원인자가 토양정화를 하는 데 드는 비용(물론 여기에서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이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 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토양정화에 드는 비용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만약 토양정화를 위한 기금 설치, 그리고 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
과․징수 등이 가능하다면, 기금을 통한 정화비용 지원 혹은 책임 범위 제한을 명
시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화책임의 제한 또는 비용 지원을 확정
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결국 나머지의 정화비용은 국가재정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
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조건을 붙일 수밖에 없을 것이
며, 그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예시한 것과 같이 해당 시설의 시가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책임제한이라고 할 것이며, 현재의 시가보다는 해당 시설의 소유․점
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지금까지 얻었거나 앞으로 얻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는 이익의 정도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토지의 거래가액의 범위로 그 책임범위를 제한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반 국민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책임 제한 또는 국가의 비용 지원에 드는 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위해성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
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
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
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
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제15조의5). 따라서 정화조치명
령을 내리는 행정청으로서는 그 대상자가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단순히 우려기준 이하로 정화할 것을 명할 것이 아니라 위해성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의 범위나 수준, 시기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일
정 부분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별도의 조건을 상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위해성평가
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보다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
를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법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탄력적인 재량권 행사를 단념하는 우리 행정관행을 고려할 때,62)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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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같은 재량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의무화한다거나 경우에 따라 적극적
으로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검토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아직까지는 기초자료의 부족, 조사기법의 미흡, 관련 기술 및 전문가의 부족 등
으로 위해성평가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위해성
평가 제도가 성공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해성평가 기술이나 인력
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오염원인자의 정화에까지 위해성평가 제
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시
설․장비․인력․ 기술 등에 대한 기준을 두는 등, 위해성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
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63)
아울러 현행법상으로는 토양정화의 방법으로 생물학적 처리, 물리ㆍ화학적 처리,
열적 처리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차적으로 오염토양의 고
형화 등을 통한 오염의 확산방지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화의무의
이행을 위한 비용이나 부담의 수준에 관한 선택재량의 폭을 넓히는 방안도 적극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Ⅶ. 그 밖의 개선점
이상에서는 오염토양의 신속하고 적정한 정화를 재개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결
정에 따른 헌법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고려하여, 당장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이밖에도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헌법위반 상태의 제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혹은 이번에
다투어지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헌 논란의 여지를 축소하기 위하여, 혹은 그 밖
의 사유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1. 공법상 책임과 사법상 책임의 준별
먼저, 사법상 책임과 공법상 책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듯한 - 물론 필자는 제
62)
63)

이와 같은 행정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로 이기춘, 註 2, 455면 참조.
拙稿, 註 25,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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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3이 사법상 책임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 규정방식을 포기
하고, 공법상의 정화책임과 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준별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
다. 사익에 대한 규율이 아닌 공법적 정화책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민사책임을 굳이 이 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입법론상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이를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
는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책임과 공법상의 책임
은 준별하여 규정하여야 마땅하다.64) 현행 규정방식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
화책임의 발생요건이나 그 성질 등과 관련하여 혼란의 여지를 크게 하고 있다.
더구나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연혁을 들여다볼 때,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 그 오염의 원인을 발
생하게 한 자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해당 “토양오염”
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물질”로 인한 것인지 여부, “토양오염유발시설”
혹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기인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2001년 개정법에서는 손해배
상책임 및 정화책임을 지는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토양오염물질을 … 함
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 …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
하고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로 인한 토양오염
이 아니고서는 무과실책임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 이를 고려
할 때, 2001년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무과실 책임 조항에다 정화책임을 함께 규정
하고 그와 함께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혹은
각각의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 없이 이루어진 성급한 입법의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 규정과 정화책임 규정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규정
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가칭)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내지

“환경책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
상의 책임 부분을 신법으로 이관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사법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오염원인자’ 용어의 전환
아울러 “오염원인자”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제10
64)

김현준, 註 22, 201면. 독일과 일본에서는 철저히 공법상의 정화책임만을 연방토양보호법
((BBodSchG)이나 토양오염대책법에서 규정하고, 민사책임의 문제는 일반 민법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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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4에서는 토양정화책임을 지는 당사자를 “오염원인자”라는 용어로 개념화하고
있는데, 오염원인자라는 용어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진 ｢환경정
책기본법｣ 제7조의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
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연상시킨다.
위 규정은 기본적으로 “오염원인자”를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로 인식하고 있는바, ｢토양환경보전
법｣상의 “오염원인자” 개념, 특히 제3호나 제4호의 오염원인자 개념과는 결코 부
합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3호와 제4호의 오염원인자는
전혀 그 토양오염의 원인에 기여한 바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를 일괄
적으로 “오염원인자”라는 개념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매우 정치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공법상의 정화책임론의 본질을 희미하게 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
다.
아울러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에 대한 일반규정으로 위치지울
수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서는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
라는 조명하에,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
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 조
항에서의 “원인자” 역시 제7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
을 발생시킨 자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바, 이렇게 되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무과
실책임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의 특별규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반규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원인자의 개념이 확장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에서와 같이 오염토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정화책임의 당사자를 포괄하는 용어로 “오염원인자”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는 어의와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아 토양정화책임론의 논리적 전개에 장
애 혹은 혼동을 줄 수 있다.
부영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도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사건에서 토지를 매수한 자에게 정화책임을 지우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쟁
점도 문제가 되었지만, 토양오염을 직접적으로 야기하지 아니한 토지 양수인이 “오
염원인자”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곤란하
다는 점 역시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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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오염에 기여하지 아니한 토지양수인을 “오염원인자”로 규정짓는 것
에 대하여 환경법의 대원칙이 원인자책임원칙(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명백히 반한
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었다.
따라서 동법에서의 “오염원인자” 대신 “정화책임자”라는 용어로 대치하고, 손해
배상책임자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할 것을 제언한다.65) 미국은 “잠재적
책임당사자”, 독일은 “토양정화의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러
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일본 역시 “오염제거 등의 조치의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편, 직접 자신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따로 “오염원인자”
로 개념지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과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공법상 정화책임이 혼재되어
있는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여 규정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에서는 현재의 “오염원인자” 대신 “해당 토양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
로 수정하는 한편, 공법상 정화책임에 관한 조항에서는 현재의 “오염원인자” 용어
를 “정화책임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개념상의 혼란가능성을 축소하면서도, 현행법상 공․사법상 책임이
얽혀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어떠한 기준이 공법상 책임에 적용되고 사
법상 책임에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며, 제10조의3 제2항의 연대책
임 규정이 공법상 정화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인지, 혹은 직접 오염을 야기한 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3. 정화책임자의 범위 등에 관한 조항과 정화조치명령에 관한 조항의 관계
설정
전술한 사법상 책임과 공법상 책임의 준별, 혹은 오염원인자 용어의 전환 등을
통하여 해소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정화책임자의 범위나 그 면책, 책임제
한 등을 정하는 조항과 현행 제15조 등과 같이 정화조치명령의 직접적 근거를 이
루는 조항을 상호 연계시켜주는 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는 제○조, 제○조 또는 제○

65)

동일한 취지의 견해로 김현준, 註 22, 201-20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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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66)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이 조에서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정화조치명령 등의 발동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조문에 따라
행정청이 조치명령을 발동하기 전까지는 각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이 추상적인 책
임의 형태로 머물러 있다가, 행정청의 조치명령 발동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책임
으로 변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정화책임자의 범위, 구상권의 행사, 책임제한,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정화조치명령에 관한 근거조항에서 함께 규정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현행법상 정화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음을 고
려할 때, 이들 각각의 근거조항에서 규정하기보다는 한 곳에서 규정하되 구체적인
조치명령에 관한 조항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입법효율적일 것
이다.

4. 토양환경평가 실시 및 결과 신뢰를 통한 선의․무과실 추정
필자는 이미 다른 논문을 통하여 현행법과 같이 토양환경평가의 실시 및 그 결
과의 신뢰만으로 토양정화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허위․부실의
토양환경평가를 양산하게 되고, 결국 토양환경평가가 정화책임을 면책받기 위한 면
죄부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67) 생각건대,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
면서도 토양환경평가의 실시를 유도하기 위한 입법대안으로, 현행 규정과 같이 토
양환경평가의 실시 및 그 결과의 신뢰만으로 토양정화책임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양환경평가 항목, 절차, 방법 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68)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우려기준 이하를 확인한 경우 선
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적정한 토양환경평가의 실
66)

67)

68)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5조 제1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5조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토양 개
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9조 제1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拙稿, “토지양수인의 정화책임과 토양환경평가”, 환경법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환경법
학회 (2010. 8), 163면 이하.
토양환경평가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AAI 규칙을 참고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미국의 AAI 규칙에 관해서는 拙稿, 註 67, 181-1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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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유도하되, 허위로 혹은 부실하게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아예 선
의․무과실 추정이 배제되도록 하는 한편, 달리 토양오염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
한 특별한 사정, 예컨대 해당 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였다
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의․무과실 추정을 깨트리도록 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5. 정화책임을 면제받은 소유자의 횡재 가능성 배제
이상에서 제시한 입법대안을 받아들인 결과,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면책요건에
해당하여 정화책임을 면제받게 된 경우로서, 다른 정화책임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여 국가가 해당 토지의 정화를 실시하는 경우나 다른 정
화책임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여 정화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국가의 정화비용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그 토양정화로 인한 토지지가
상승이익은 고스란히 책임을 면제받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토지소유자
는 뜻밖의 횡재(windfall)를 누리게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도둑맞은 것을 국가가
대신 책임 져 주는 것과 같은 꼴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익환수제도와 유사한 정화이익환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Ⅷ. 나오며
지금까지 이번 두 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
그 헌법위반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 또는 양수인에게
정화책임을 지우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 책임을 완화하
거나 면제하는 등의 일정한 미세조정이 필요함을 까닭으로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
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위반 상태를 깨끗이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초 오
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라는 ｢토양환경보전
법｣의 입법취지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논점 이외에도, 토양정화책임체계에 관하여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할 숙제는 엄청나게 쌓여 있다. 당장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는, 제3호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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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이외의 자가 지는 정화책임의 소급 내지 신뢰이익 보호 문제, 제2호의 소유
자․점유자․운영자 이외의 자가 지는 정화책임과 관련한 과잉금지원칙 적용의 문
제, 브라운필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량 배출 면책 등 면책사유의 추가 문제69),
천재지변을 면책요건으로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 제3호를 현행과 같이 양수인으로
규정할 것인지 혹은 오염된 토지의 소유자로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70), 토양정화기
금의 설치 문제, 토양정화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
제, 기금의 설치나 부담금 부과가 곤란한 경우 토양정화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할 것
인지의 문제 등이 있을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들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이번에 풀
지 못한 숙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앞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숙제도
아마 더 주어지게 될 것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법질서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다. 법질서의 확정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기다려 비로소 이루어진다. 입법자가 위헌성을 제거한 개선입법을 마련
하면 법적용기관은 판단을 보류하였던 사건 혹은 병행 사건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개선입법을 적용하게 된다.71) 이번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환경법의
69)

70)

브라운필드 문제에 관해서는 拙稿, “미국의 브라운필드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
환경법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07), 227면 이하; 김성배, “브라운필드법
의 문제점과 그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9), 115면 이
하; 김홍균, “토양환경보전법 책임체계의 새로운 방향: 브라운필드(Brownfields) 문제,
저스티스 제110호, 한국법학원 (2009), 254면 이하 참조.
제3호의 경우 양수인(양수한 자)으로 규정하는가 소유자(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는가
여하에 따라 그 법적 효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양수한 자라고 규정하는 경
우에는 전전양수도 과정에서의 소유자, 즉 과거 오염된 토지를 소유하였다가 현재는 소
유하고 있지 않은 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반면(양수하였다가 다른
자에게 양도한 자라고 하더라도 양수한 자에 해당함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만 그에 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전전양수도 과정에 있던 과거 소유자에 대해서까지 정화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도 있을 수 있으나, 어차피 정화조치명령을 내리는 행정청의 입
장에서는 전술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화조치명령의 대상을 선택하
게 될 것이므로, 직접적인 원인자 내지는 현재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를 상대로 정화
조치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며, 다만 이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정화조치명
령을 이행한 자가 과거의 소유자(특히, 오염된 토지임을 알고 양수한 후 그 사실을 숨긴
채 이를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챙긴 자)에게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한편,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예시하
였던 유조차 사고와 같이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가 오염되더라도 정화
책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양수한 자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토양
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중에
제3자의 행위로 토양이 오염된 경우에는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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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자로 꼽혀 왔던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책임체계가 망가트려질지, 그리고
신속하고 확실한 토양정화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
라 환경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전적인 기회가 될 것인지 여부는 입법
자의 입법재량에 달려 있다. 부디 입법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투고일자 2013.5.3, 심사일자 2013.5.17, 게재확정일자 2013.5.27.

71)

김하열, “헌법불합치 결정의 사유와 효력”,
157-158면.

저스티스

제128호, 한국법학원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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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and Legislative
Study on the Liability for Cleaning up Contaminated Land
72)

Park, Jong-Won

*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ontested provision of the
Polluter Clause under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ECA) was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violating equal protection principl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and show legislative improvements involving
liability for cleaning up contaminated land.
Why

di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

the

Polluter

Clause

was

unconstitutional? It was not because it provided that owner, operator or purchaser
was included in “Polluter”, but because it put “Polluter” unexpected or excessive
liability. In looking for ways to amend the SECA, lawmakers should give due
consideration for the SECA’s purpose of ensuring the quick and proper clean-up of
contaminated soil and removing hazard or injury to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as well as its constitutionality.
Based on these aspects, this study presents some concrete ways to amend the
SECA, removing unconstitutional elements from the SECA. First, the second type
of Polluter should be clearly defined as the owner, occupiers or operators, not at
the time of ordering to take cleaning-up measures, but at the time of occurrence
of soil contamination. Second, person who purchased the contaminated land before
the specific point in the 1970s, should be exempted from the liability. And person
who purchased the contaminated land between that point and 31 December 2001,
should be subject to the limitation of liability.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ight to seek contribution from any other Polluter, set criteria of the exercise
of discretionary authority to select one or more from Polluters, and provid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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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s to reduce excessive burdens, including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r financial
aid to cover part of costs of cleaning up, in special cases.
Key Words: Liability for Cleaning up Contaminated Land, Polluter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troactive Liability, SECA(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Equal Protection
Principle, Proportionality Princi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