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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2012년 8월 23일 구 토양환경보 법상1)의 토양오염의 피해에 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오염원인자의 범 에 한 동법 제10조의 3 제3항 제2호 “토양오염의 발생 당

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소유․ 유 는 운 하고 있는 자”(2012.8.23, 
2010헌바167, 일명 ‘창원주유소사건’)와 제3호  ‘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양수한 자’ 부분

(2012.8.23, 2010헌바28 일명 ‘부 사건’)에 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향후 용

지를 명한 바 있다. 
먼  2호의 ‘소유자 등’에 하여는 유발자가 아닌 자에 한 무과실책임의 확  자체는 헌이 

아니지만 시설소유자 등의 책임이 과 하지 않도록 입법  고려가 부족하여 침해최소원칙에 배

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 다. 즉 ⅰ. 토양오염유발자를 1차  책임부

담자로 하여 소유자등의 보충  책임을 인정하거나, ⅱ. 소유자 등의 선의ㆍ무과실이고 그 책임으

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하거나, ⅲ, 손해배상액과 정화비용 등이 거액이라는 을 고

려하여 토양오염발생에 하여 선의ㆍ무과실인 소유자 등의 책임을 시설의 시가범  이내로 제한

하거나 일반  책임한도제 도입 등의 수단 등을 강구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 다. 차후  ⅰ. ⅱ. ⅲ의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나타나는 책임의 공백 는 그 책임 이행의 지

연 문제는 환경손해보험  토양정화기  등과 같은 제도로 보완될 수 있다고 하여, 재정수단을 입

법 으로 강구하도록 하 으며, 구상권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소유자 등의 침해를 완화하는 실효

성이 부족하다고 하여 피해최소성  법익균형성 원칙에 배되어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한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양수자․인수자는 토양오염사실에 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여 면

책될 수 있도록 하면서(구법 제10조의3 제3항 단서), 2호의 소유자 등에게는 천재․지변, 쟁으로 

인한 면책만을 허용하고(구법 제10조의3 제1항 단서), 다른 면책사유 는 책임 제한수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 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 다.

 * 이 논문은 '환경포럼'(통권181호, KEI, 2012)에 게재된 “토양환경보 법상의 토양오염원

인자의 법  책임”에 한 을 기반으로, 강원  법학 문 학원 2013 춘계학술 회

(2013. 5. 3.)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 연구 원

 1) 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의 

것이지만 문제가 된 제10조의 3 제3항 제2호와 3호는 그 로 유지되어 결정당시까지 

용되는 법조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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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호의 ‘양수자’부분에 하여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소 입법은 필요하지만 양수자 

등이 오염원인자로 규정하기 시작한 2002. 1. 1.을 기 으로 그 이 에 시설을 양수한 자에 해

서도 오염원인자로 간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배된다고 하 다. 
이 논문에서는 행법상 토양오염에 따른 법  책임과 토양환경보 법상 토양오염에 따른 배상

책임  정화책임의 내용을 의 사례에 한 헌법재 소의 단  이유를 통하여 살펴보고 향

후 입법개선과 련된 문제 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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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어

Ⅰ. 서론

헌법재 소는 2012년 8월 23일 구 토양환경보 법상2)의 토양오염의 피해에 

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오염원인자의 범 에 한 동법 제10조의 3 제3

항 제2호(2012.8.23, 2010헌바167, 일명 ‘창원주유소사건’)와 제3호  ‘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양수한 자’ 부분(2012.8.23, 2010헌바28 일명 ‘부 사건’)에 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향후 용 지를 명한 바 있다. 

구 토양환경보 법 제1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동법상 오염원인자의 범 는 동조 제3항( 행법 제10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첫째,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

을 유발시킨 자(제1호), 

둘째,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소

 2) 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의 

것이지만 문제가 된 제10조의 3 제3항 제2호와 3호는 그 로 유지되어 결정당시까지 

용되는 법조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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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유 는 운 하고 있는 자(제2호), 

셋째, 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양수한 자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 으로 승계한 자(제3호),

넷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산에 한 법률｣에 의한 환

가, 국세징수법․ 세법 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하는 차에 따라 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인수한 자(제4호) 이다. 

이 가운데 헌법불합치 결정된 부분은 당해 사건에서 정화책임과 련하여 제2

호의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소

유․ 유 는 운 하고 있는 자”와 제3호  ‘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양수한 자’ 

부분에 한정된다. 2012년 헌재는 이와 련하여 2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향후 용 지를 명한 바 있다. 이 조항들은 그 내용상 행법 제10조의 4에서 그

로 규정하고 있다는 에서 결과 으로 구법이 아닌 행 시행되고 있는 10조의 

4에 한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행법상 토양오염에 따른 법  책임과 토양환경보 법상 토양오염

에 따른 배상책임  정화책임의 내용을 헌법재 소의 단  이유를 통하여 살

펴보고 향후 입법개선과 련된 문제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현행법상 토양오염에 따른 책임

행법상 토양오염에 따른 책임은 ‘피해배상책임’과 ‘정화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법  규율 계에 따라 민사법  규율과 특별법으로서 공법  규율로 

구분할 수 있다. 

1. 피해배상책임과 정화책임

먼  피해배상책임은 사법상 구제로서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과 민법 제217조의 상린 계법, 그리고 불법행 에 의한 민법 제750조의 손

해배상청구권과 공작물의 설치 는 하자로 인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는 공동불법행  규정인 민법 제760조 등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이와 별개로 특별

법으로서 토양환경보 법 제10조의3에서 무과실책임으로 피해에 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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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정화책임은 ⅰ. 민사  측면에서 보면 토지의 정화작업에 필요한 정

화비용책임으로 다룰 수 있다. 즉 토양오염피해에 한 손해의 개념에 포함하여 

가해자를 상 로 불법행 에 따른 피해로서 정화비용을 포함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경우이다. 는 토지의 매매 등 사법상의 계에 포함하여 다루는 경우로서 매매 

등 오염된 토지의 거래로 인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이에서 정화비용책임을 다

툴 수 있다. 즉 토지매매에 있어서 오염된 토지는 매매목 물의 하자로 볼 수 있

으므로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ⅱ. 한 토양환경보 법 제10조의3에서는 무과실책임으로서의 오염토양을 정화

할 정화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법상의 책임이다. 즉 이 경우의 정화책

임은 행 책임과 상태책임으로서의 경찰책임이며, 고의ㆍ과실의 여부와 상 없는 

무과실책임이다.

2. 사법상 책임과 공법적 책임

(1) 사법상 책임으로서의 피해배상책임

1) 민법상 책임

토양오염의 피해자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 규정 등에 근거해서 오염원인자를 

근거로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한 오염된 토지를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 로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정화책임을 부담한 양수

인은 그 정화비용을 손해배상 는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일반 으로 토양오염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인 개인이 통 인 민법

이론과 차에 따라서 토양오염원인자의 불법행 책임을 추 하는 것은 반드시 용

이한 것은 아니다. 토양오염피해사건의 경우에 가해자의 고의 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가해행 와 피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 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더

구나 토양오염과 같이 불특정 내지 다수의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 분담 계

를 엄 하게 결정짓는 것은 실 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하여 환경오염피해의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련하여, 실무에

서는 고의  과실의 문제에 해서는 견가능성설에 의하여 사실상의 무과실책

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성과 련해서는 수인한도론, 그리고 인과 계의 입증

에 있어서는 개연성설에 의해 해결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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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법상 피해배상책임

그동안의 학설과 례를 통하여 환경오염피해에 한 무과실책임이 특별입법으

로 통하여 실 되어 그 법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컨  토양환경보 법 

제10조의3,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구법 제31조), 업법 제75조(구법 제91조), 수

산업법 제82조(구법 제80조),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구법 제4조) 등이다. 이외에도 토양오염에 한 법  책임은 폐기물 리법, 유

해화학물질 리법, 지하수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먹는물 리법 등에 의해서도 각

각 규율되고 있다.

(2) 토양오염에 따른 공법적 책임

토양환경보 법 제10조의3에서의 무과실책임으로서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책임은 

그 본질이 경찰책임이자 공법  책임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정화책임은 토양환경

보 법상의 무과실책임인 사법상 피해배상책임이나 정화비용책임과는 구별된다. 즉 

공법  책임으로서의 토양정화책임은 ‘오염토양’이 토양환경보 법 상의 ‘토양오염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토양이어야 하며, 토양오염물질  어느 하나 이상이 상시

측정이나 토양오염실태조사 는 토양정 조사 등의 실시 결과 토양오염우려기

을 과하는 토양에 국한되어 용된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토양오염이 사

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과 으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사법상의 책임인 

민법이나 민사특별법상의 피해배상책임이나 정화비용책임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Ⅲ.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무과실책임 및 문제점

1. 의의

토양환경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환경상의 해(危害)를 방하

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정하게 리ㆍ보 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 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 한 삶을 

릴 수 있게 함을 목 으로 한다(제1조). 여기서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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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

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제2조 제1호).

그리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

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토양환경보 법 제10조

의3 제1항). 즉 오염원인자의 과실여부와 상 없이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만 발

생하면 오염원인자에게 각각 피해배상책임과 정화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 책임의 유형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토양환경보 법상의 책임에는 토양오염에 따른 피해배

상책임과 정화책임으로 구분된다. 즉 동법상 책임은 사법상의 피해배상책임과 공법

상의 정화책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자는 민사특별법  성격의 사인간에 

용되는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책임이지만 후자의 정화책임은 행정청과 오염원

인자간의 공법  계를 규율하는 경찰책임으로서 행   상태 책임의 성격을 띤

다. 헌법재 소는 토양환경보 법상의 ‘토양오염’의 개념(‘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

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구법 제2조 제1호)에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활동’ 뿐만 아니라 그 결

과인 ‘상태’도 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는 을 근거로 행  는 물건에 한 지

배에 의하여 토양오염이 과거에 시작되어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는 종료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여 할 것이다.

문제는 동일 조항에서 사법  공법상의 책임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불

명확성이 가 된다는 이다. 특히 행 책임으로서의 사법상의 피해배상책임과 달

리 상태책임으로서의 민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다. 이것은 통

인 자기책임의 원칙이 확립된 민사법  에서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책

임의 주체와 련하여 토양환경보 법상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출․유출시키

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구법 제10조의3 제3항 제1호, 

이하 ‘오염유발자’라 한다)에게 2가지 모두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오

염유발행 에 한 행 책임(Handlungsverantwortlichkeit)이며 공사법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동조 제2호(소유자 등), 3호(양수자), 4호(인수자)인 경우에

는 오염유발행 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해시설로 인한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공사

법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이다. 제2호의 책임은 상태책임(Zustandsverant-

wortlichkeit)으로서 자신의 행 가 아닌 그가 지배하는 물건이 험을 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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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제3호 단  제4호의 책임은 행 책임이나 상태책임의 특정승계의 경우이

고, 제3호 후단의 책임은 행 책임이나 상태책임의 포 승계의 경우이다.3) 이와 

련하여 헌법재 소는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소유자․ 유자․운 자가 부담하

는 책임은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양수자․인수자가 부담하는 책임과 마찬가지로 

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상태책임에 해당하

므로, 그 성격이 본질 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다(헌재결 2012.8.23, 2010헌바167 

참조). 

3. 무과실책임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와 함께 실체법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토양

오염으로 인한 피해배상책임  정화책임과 련하여 무과실책임을 명문화하 다. 

따라서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을 입증하지 않고, 가

해행 와 손해발생간의 인과 계만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그리고 정화책임에서도 마찬가지로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다. 다만 자의 피

해배상과 련된 무과실책임에 해서는 그 본질을 험책임으로 보아 결과 으로 

무과실책임으로 다룰 것인지에 해서는 견해가 립된다. 이와 달리 후자의 정화

책임은 험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정화책임은 고의ㆍ과실은 

물론 법성도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4. 오염원인자(책임당사자)

제10조의4(오염원인자의 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0조

의3 제1항에 따른 오염원인자로 본다. 

(1) 오염유발자

ⅰ.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출ㆍ유출시키거나 투기(投棄)ㆍ방치함으로써 토

양오염을 유발한 자

 3) 김 , “토양정화책임 -토양환경보 법 제10조의3에 한 비  검토-”, 공법연구  
34-2,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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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자 등

ⅱ.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소

유ㆍ 유 는 운 하고 있는 자 (☞ 부 헌법불합치, 2012.8.23, 2010헌바167)

 

2호에서는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를 시 으로 해당 토양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소유자․ 유자․운 자의 책임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 리 상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토양을 오염

시킬 우려가 있는 유체물이 있는 상태에서의 그 유체물과 그 유체물이 입지하고 

있는 부지의 소유자․ 유자 는 운 자로 한정된다. 즉 과거부터 재까지 토양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을 재 소유․ 유․운 하고 있다면 제2호에 

해당하게 되지만 단순히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의 소유자․ 유자 는 운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 “제2호는 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소유ㆍ 유 는 운

하고 있는 자의 직 인 행 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

지만 토양오염 리 상시설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즉 토양

오염 리 상시설이라는 유체물과의 인과 계가 요구되고 그 소유ㆍ 유 는 운

하고 있는 자와의 인과 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법원 2012.1.26. 선고 2009다

76546 결).

문제는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으로 인하여 소유ㆍ 유 는 운 하고 있는 자

의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이다.

1) 재산권침해성

이와 련하여 헌법재 소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진에 한 법률 제44조 제1

호 등 헌소원에서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임 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도 

당해 토지 에 방치된 폐기물에 한 처리책임을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시한 바 있다(2010. 5. 

27. 2007헌바53). 

한 일명 ‘창원주유소사건’에서 이와 같은 확장된 오염원인자에 한 2호에 

하여 토양환경보 법의 입법목 에 비추어 토양오염에 따른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

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토양오염에 한 책임자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염원인자의 범 를 확장하여 손해배상책임  오염토양의 정

화책임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고, 입법목  달성에 합한 수단이 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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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러면서도 동사건에서 제2호의 시설소유자 등의 책임이 과 하지 않도록 

입법  고려가 부족하여 침해최소원칙에 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 다. 즉 ⅰ. 토양오염유발자를 1차  책임부담자로 하여 소유자

등의 보충  책임을 인정하거나, ⅱ. 소유자 등의 선의ㆍ무과실이고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하거나, ⅲ, 손해배상액과 정화비용 등이 거액이

라는 을 고려하여 토양오염발생에 하여 선의ㆍ무과실인 소유자 등의 책임을 

시설의 시가범  이내로 제한하거나 일반  책임한도제 도입 등의 수단 등을 강구

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 다. 차후  ⅰ. ⅱ. ⅲ의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나타나는 책임의 공백 는 그 책임 이행의 지연 문제는 환경손해보

험  토양정화기  등과 같은 제도로 보완될 수 있다고 하여, 재정수단을 입법

으로 강구하도록 하 으며, 구상권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소유자 등의 침해를 완

화하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하 다(헌재결 2012.8.23, 2010헌바167 참조).

2) 평등권 침해성

헌법재 소는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소유자․ 유자․운 자가 부담하는 책

임은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양수자․인수자가 부담하는 책임과 마찬가지로 토양

오염 리 상시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상태책임에 해당하므로, 

그 성격이 본질 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 리 상시

설의 양수자․인수자는 토양오염사실에 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도록 하면서(구법 제10조의3 제3항 단서), 2호의 소유자 등에게는 천재․지변, 

쟁으로 인한 면책만을 허용하고(구법 제10조의3 제1항 단서), 다른 면책사유 

는 책임 제한수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 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평등

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헌재결 2012.8.23, 2010헌바167 참조).

⇔ 요한 은 헌재가 “2호의 소유자 등”과 “3호의 양수자  4호의 인수자”에 

한 ‘상태책임’으로 보고 양자를 본질 으로 동일한 책임 계로 보았다는 이다.

생각건데 당해 사건에서 양자 모두 토양정화조치명령을 내리는 시 을 기 으로 

재 소유자라는 에서 결과 으로 동일한 지 에 있다. 그러나 2호의 소유자 등

은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의 해당 원인을 제공한 시설

의 소유․ 유․운 자를 가리키는 것임에 반하여, 제3호는 원인 제공을 하지 않

고 단지 오염시설을 양수 는 인수한 자라는 에서 그 책임의 본질이나 귀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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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즉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소유자․ 유자․운 자는 토양오염 발생 당시에 

그 원인이 된 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사실 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양수자․인수자는 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양수․인수하기 이 에는 

토양오염의 발생과  무 하므로, 토양오염 발생에 한 귀책의 정도가 본질

으로 다르다.”(재  소수견해)

(3) 양수자 등

ⅲ. 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양수한 자와 합병ㆍ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

1호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 으로 승계한 자(☞ 양수자 

부분 헌법불합치, 2012.8.23, 2010헌바28)

행 제3호의 경우 특정승계(양수자)와 포 승계가 동시에 규정되어 있어 법문

의 불명확성을 가 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특정승계와 포 승계에 따른 책임의 

본질은 각각 다르며, 선의․무과실 항변의 가능 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수자에 한 제3호의 규정인데 이것은 오염의 원인 여부와 계없이 

오염된 시설  토지 그 자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상태책임”을 인

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헌재도 부 사건에서 “ 군가의 행  는 물건에 한 

지배에 의하여 토양오염이 과거에 시작되어 제3호의 양수자 조항의 시행 당시 계

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책임을 부담지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헌재결 2012.8.23, 

2010헌바28).

다만 법문에서는 단순히 “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양수한 자”라고 하여 제2호의 

소유자 등과 해석상 구별이 불명확하다. 제2호의 소유자 등과 구별되는 별개의 양

수자로 이해한다면 오염발생과 무 한 자로서 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양수한 자

로 한정되어 용할 수 있다. 즉 과거에 발생된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발생

한 상태에서 상시설을 양수한 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조항이다. 귀책 

근거는 경찰법상의 상태책임이나,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2호의 

‘소유자 등’과 달리 오염발생과 무 한 양수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되 공법상의 정

화책임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지울 수 있는지는 동조항의 공익조 목

을 감안하더라도 사인간의 책임분배에까지 무한정 확장하는 것은 헌법상 과도한 

조항이라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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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조항의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소 입법은 필요하지만 그 한계가 

문제이다. 이에 해서 헌법재 소는 부 사건에서 동조항이 용되는 시 에 하

여 “오염원인자의 책임이 발생한 때, 즉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

(구법 제10조의3 제1항), ‘오염도가 토양오염 우려기 을 넘는’(구법 제11조 제3항) 

것이 확인된 때,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는 토양정 조사의 결과 우려기

을 넘는’(구법 제15조 제3항) 것이 확인된 때 등이고, 양수자가 토양오염 리 상

시설을 양수한 시 과는 무 하다고 보았다(헌재결 2012.8.23, 2010헌바28).

그리고 제3호 양수자 등에 한 부분에 하여 양수자 등이 오염원인자로 규정

하기 시작한 2002. 1. 1.을 기 으로 그 이 에 시설을 양수한 자에 해서도 오염

원인자로 간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배된다고 하 다(헌재결 2012.8.23, 

2010헌바28). 

즉 군가의 행  는 물건에 한 지배에 의하여 토양오염이 과거에 시작되어 

제3호의 양수자 조항의 시행 당시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는 종료되지 않고 진

행과정에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진정소 입법임을 인정하고 종래의 법  

상태를 신뢰한 자들에 한 신뢰보호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라고 하면서(헌법 제13

조 제2항이 규정하는 소 입법 지원칙에는 반되지 않음), 토양오염 리 상시설

의 양수자가 오염원인자로 간주되는, 그리고 양수자의 면책을 해 도입된 토양환

경평가제도가 2002. 1. 1.에서야 시행되었음을 이유로 2002. 1. 1.이 의 양수인 경

우와 이후의 양수인으로 구분하고 자의 양수인의 법  신뢰이익의 손상정도가 

입법목 에 비추어도 하다고 보아 법치주의원칙에 근거한 신뢰보호원칙에 

배된다고 보았다.

이와 련하여 헌법재 소는 양수자가 어느 시 에서 환경오염사실을 알거나 알

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양오염발생과 련없으면서도 오염된 토양

을 지배하고 있다는 상태만으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한 헌법 으로 보호

할 만한 법  신뢰에 한 기 시 을 2012.1.1.이라고 하 지만 이것은 이

지는 않다. 즉 헌재는 이 사건에서 “  시  이 의 특정 시  이후에 이루어진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양수에 한정하면서 부분 으로 발생하는 소 효의 문제는 

국가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의 

시  용범 를 유지한 채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양수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다

른 오염원인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한 보충책임으로 하거나, 면책사유를 확 하거

나 책임의 범 를 제한하는 등으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다.”고 하여 

입법자에게 법  신뢰보호의 시 에 해서는 입법재량을 열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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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수자

ⅳ.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에 따라 토양오염 리 상시설

을 인수한 자

 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나. ｢채무자 회생  산에 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다. ｢국세징수법｣, ｢ 세법｣ 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하는 차

5. 연대책임

(1) 부진정연대책임

제10조의3 제2항에서는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

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 하

여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복수의 오염원인자에 해

서는 토양오염책임을 연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 책임은 특정 오

염원인자와 피해와의 계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용되는 것이라고 보면, 동 조항

의 해석은 1호의 오염유발자를 포함한 2호 내지 4호의 원인자는 실제 오염유발자

가 아니더라도 연 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2) 보충적 책임

1호 내지 4호의 책임의 우선순 와 련하여 행 토양환경보 법상에는 규정된 

바가 없다. 오염원인자가 경합하는 경우 각각의 오염원인자의 책임 계에 하여 

보면, ｢토양환경보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오염원인자를 열거한 취지는 공장부

지, 폐 지역 등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극 으로 정화하기 함

인바, 오염원인자 상호간의 계나 우선순  등에 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떠한 토지가 오염된 데에 하여 복수의 계자가  조항 각 호

별로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단될 경우, 각각의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은 개별

으로 병존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 공평의 견지에서 수인의 오염원인자 상호간에

는 기여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이행한 자가 다른 오염

원인자에 하여 구상할 수 있음은 그와 별도의 문제이다. 

즉 할 청의 조사결과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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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어느 한 오염원인자가 우선 책임

을 지고 다른 오염원인자는 면책 는 보충 인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거나 

아니면 동시에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것은 아니며, 할 청이 어느 하나의 오염

원인자에게 부 는 일부의 정화조치를 명하거나 아니면 개별 ㆍ순차 으로 

는 동시에 부 는 일부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등 실제 정화조치의 상 방이나 

정도에 하여 합리 인 재량의 범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은 ｢토양환경보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명문화된 

공법상 책임이라 할 것으로서, 그 책임의 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비용

부담책임과 달리 실제로 정화행 를 하여야 할 것으로 법정된 것이고, 한 오염

원인자 사이의 토지의 소유여부 는 오염정화와 련한 약정의 존재와 같은 민사

인 계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책임이므로 정화조치의 발령 여부는 그와 같은 사

정에 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할 청은 오염원인자의 오염기여정도, 오염

제거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오염원인자의 재정능력, 오염행 가 경과된 시 , 험

제거조치의 기 가능성과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비례

의 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맞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화조치의 상 방 선정

과 책임의 부과형태를 정하면서 구체 인 사정에 비추어 특별히 자의 인 요소가 

없다면 그 정화조치는 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범  내에서는 환경행정목  

달성의 에서 특정 오염원인자에게 정화명령을 내리거나 각 오염원인자에게 동

시 는 순차 으로 모두 정화명령을 내리는 것  어느 방법이 정한지 할

청이 재량으로 단할 수 있다.4) 

그러나 종래의 와 같은 법령 해석과 달리 헌법재 소는 창원주유소사건에서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

시킨 자’(구법 제10조의3 제3항 제1호, 이하 ‘오염유발자’라 한다)에게 1차 인 책

임을 부담시키고, 오염유발자를 찾을 수 없거나 오염유발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

을 때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소유자․ 유자․운 자에게 보충 으로 책임을 부

담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도 확실하고 신속한 피해배상  토양정화라는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다.“고 시하 고(2012.8.23, 2010헌바167), 양수자에 한 부 사건

에서도 보충  책임을 언 하고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 다(헌재결 2012.8.23, 

2010헌바28).

이에 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법제처 법령정보해석례, ｢토양환경보 법｣ 제10조3(토양오염의 피해에 한 무과실 책임

자) 련 [법제처 07-0224, 2007.8.24, 경상남도 마산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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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오염유발자에게 원칙

으로 책임을 우선 으로 부담하게 하고, 순차 으로 2호의 오염발생 당시의 시설

의 소유자 등에게, 그리고 제3호 오염발생과 련없는 양수인의 순으로 책임을 부

담하게 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3호의 포 승계와 4호의 특정승계는 피승계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면 족함). 즉, 우선순 에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후순 에 있는 자가 정화책임에서부터 완 히 벗어나는 것이다. 다만 선순 자

가 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순 자가 부담을 하되 선순 자에 한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ⅱ. 제1호의 오염유발자에게 원칙 으로 책임을 우선 으로 부담  하고,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호의 ‘소유자등’과 3호의 ‘양수인’은 공동후순 로 하되, 

연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책임을 미이행한 자에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ⅲ. 피해배상책임과 정화책임에 모두 해당되는 책임의 우선순 제가 아닌 공법

상 ‘정화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화조치명령의 “ 상”에 한 우선순 를 마

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것은 피해배상책임과 정화책임을 구별하여 입

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에서 설득력이 있음). 

(3) 구상권

행 토양환경보 법상 구상권에 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구상권에 한 

입법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각각의 책임자의 내부부담 계에 한 구체

인 기 은 입법으로 정하기에는 부 하다. 사안별로 례에 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련하여 헌법재 소는 창원주유소 사건에서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소유자․ 유자․운 자에게 먼  손해배상책임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을 부담

시키고 그러한 책임을 이행한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소유자․ 유자․운 자에게 

구상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토양오염의 장기성 때문에 다른 오염원인자를 찾을 

수 없거나 다른 오염원인자가 무자력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구상권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 구상권 행사의 차와 책임 분담의 기 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상권의 실 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구상권의 존재는 이 사건 오염원

인자 조항으로 인하여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소유자․ 유자․운 자가 받게 되

는 침해를 완화하기에 부족하다.”고 시한 바 있다(2012.8.23, 2010헌바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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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책임의 제한

(1) 책임최고액의 제한

행법상 규정된 바 없지만 책임한도의 기 설정이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 기

으로서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거래가액이나 최근 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액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하여 헌법재 소도 “토양오염 

피해에 한 손해배상액과 오염토양의 정화비용 등은 거액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는 을 고려하여, 토양오염 발생에 하여 선의․무과실인 토양오염 리 상시설

의 소유자․ 유자․운 자의 책임을 당해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시가 범  내

로 제한하거나, 일반 인 책임한도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

다.”라고 시함으로써 당해 “ 상시설의 시가(時價)”나 “책임한도제”를 통한 책임

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헌재결 2012.8.23, 2010헌바167). 다만 시설의 거래가액 

자체를 기 으로 책임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 시 을 어느 시 으로 할 것

인지, 그리고 상시설의 가액도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발생 후에 따른 가액변

동을 어떻게 단할 것인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소급책임의 제한

행법은 2002. 1. 1. 이 에 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그 양수 시기

의 제한 없이 모두 오염원인자로 간주하 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이에 하여 

신뢰보호원칙에 배된다고 시하면서 “오염원인자 조항의 시  용범 를 토양

오염 리 상시설의 양수자가 오염원인자로 간주되기 시작한 2002. 1. 1. 이후에 

이루어진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양수에 한정”하도록 하 다(2012.8.23, 2010헌바

28).

한 헌법재 소는 이 례에서 소 의 범 를  시  이 의 특정 시  이후

에 이루어진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양수에 한정하더라도 부분 으로 발생하는 

소 효의 문제에 해서는 “국가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고 보았다. 

이와 달리  시  이후의 양수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구법이나 행법과 마찬

가지로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의 시  용범 를 유지한 채 토양오염 리 상

시설의 양수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다른 오염원인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한 보충

책임으로 하거나, 면책사유를 확 하거나 책임의 범 를 제한하는 등으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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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다.”고 시함으로써 소 책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양수

자의 책임을 보충책임으로 규정, 면책사유 확 , 책임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

뢰보호원칙에 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12.8.23, 2010헌바28). 

7. 면책사유

(1) 불가항력

제10조의 3 제1항 단서에는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쟁으로 인하여 

발생하 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오염원인자(ⅰ~ⅳ)라고 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선의ㆍ무과실

동법 제10조의 4의 단서를 통하여 “제3호(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양수한 자만 

해당한다)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 리 상시설을 양수 는 인수한 자가 양

수 는 인수 이 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오염 정도

가 우려기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善意)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의 례에 따르면 부지를 양도ㆍ양수할 때 동

법 제10조의2 소정의 토양환경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과실로 볼 수 없다

고 시한 바 있는데5)  규정은 이를 입법화하여 2011. 10. 6.부터 시행되고 있

다. 

문제는 토양환경평가의 실시  그 결과의 신뢰만으로 토양정화책임을 면제받는 

것으로 간주(看做)될 수 있다는 이다. 이와 같이 간주규정으로 해석된다면 악의

 허 ․부실 토양환경평가를 통한 책임의 면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 에서 우려

가 크다. 따라서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우려기  이하를 확인한 경

우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그치도록 입법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한  규정은 양수인이나 인수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구법 제10조의3 제3항 단서). 그러나 이에 하여 헌

법재 소는 “제3자의 행 , 법 으로 허용된 행 , 일반 공 에 귀속될 수 있는 원

인 등으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소유

 5) 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277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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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자․운 자가 토양오염 발생에 하여 선의․무과실이고 그 책임으로 돌

릴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소유자․ 유자․운 자를 면

책할 수 있다.”고 시하면서 2호(소유자등)에 한 오염원인자 규정을 불합리한 

차별로서 헌법불합치 한 바 있다(2012.8.23, 2010헌바167).

8. 책임이행을 위한 재정수단

행법상 토양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한 법  재정수단은 규정

된 바 없다. 

이와 달리 공법상 정화책임과 련하여 헌법재 소는 “특정토양오염 리 상시

설의 설치자 등이 조합원이 되는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법 

제10조의5) 부분 으로만 토양정화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시하면서 “손해

배상  토양정화 등 책임의 공백 는 그 책임 이행의 지연 문제는 환경손해보험 

 토양정화기  등과 같은 제도로 보완될 수 있다. 즉, 잠재  오염원인자들이 조

성한 기  등에서 손해배상  토양정화 등의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라고 시함으로써 정화책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한 환경

손해보험  기 을 마련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2012.8.23, 2010헌바167). 

기  설치로 인하여 오염원인자의 책임의 감면 혹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원칙

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피해배상책임과 정화책임을 오염원인자가 

액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상책임은 보험에 의하고, 정화책임은 기

에 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토양정화책임은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가 기 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오염원인자에게 구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오염원인자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책임을 면제받거나 책임자가 존재하

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 으로 그에 한 정화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토양정화로 인한 지가가 상승한 경우에 그 이익은 국가에 환수되어야 

한다.

Ⅳ. 결어

최근에 토양오염에 따른 정화책임 등 주우소 련 사건이 증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주유소는 특정토양오염 리 상시설인데, “특정토양오염 리 상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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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토양을 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리 상시설(토양환경보 법 

제2조 4호)을 말하며, 여기에는 석유류나 유독물의 제조  장시설, 송유 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2006년 7월 1일을 기 으로 이미 10년이 경과한 시

설에 하여는 설치경과 년수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순차 으로 출검사

를 받도록 하 다. 이와 같이 시행된 출검사결과 2007년에는 검사를 받은 업소 

5,856개소  127개소가 부 합(2.17%)으로 나타났고, 2008년도에는 검사를 받은 

5,843개소  57개소가 부 합(0.98%)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낮은 부 합율은 

당해 시설의 객  실태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지 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최근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이와 같은 비 이 근거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 연

구6)에서는 토양 련 문기 이 신청을받아 실시한 법정 출검사, 시설의 소유자가 

자발 으로 의뢰하여 실시한 자체정 검사, 기타 선행 연구결과 등을 토 로 국내 

특정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객 인 실태를 악하고, 검유형에 따른 결과를 

비교 평가한 바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업소단 로 부 합 정된 황을 살펴보면, 장탱크나 배 계통에서 결함 

는 출이 발생하여 부 합된 업소는 837개소  491개소로서 부 합률은 58.7%

으며, 오염물질의 출과 련이 없는 통기 을 제외한 부 합률은 53.6%로 나타

났다. 한편, 시설로부터 출이 확인되어 부 합된 업소는 통기 을 포함하는 경우 

30.7%, 통기 을 제외하는 경우 25.7% 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건국 학

교 부설연구소(1993)가 발표한 75%에 비해서는 다소 낮으나 여타 조사결과보다는 

높았으며, 법정 출검사의 평균 부 합률과는 10배 이상 한 차이를 나타냈

다.”7) 이와 같은 차이의 근본  원인으로는 검사시행 방법  상을 엄격하게 하

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다.8) 

 6) 김기호 등, 특정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실태에 한 고찰, 한국토양비료학회지 제45권 

2호, 2012, pp287-292 참조. 
 7)  논문 김기호 등, 특정토양오염 리 상시설의 실태에 한 고찰, pp289-290 참조.
 8) 검사방식별 평가방식인 간 법과 직 법에 따른 차이라고 보여진다. 즉 간 법은 그 방

법에 계없이 특정토양오염 리 상시설로 부터 설이 되는 경우에만 부 합으로 정

이 되지만 직 법은 설이 되지 않더라도 장탱크의 성능에 향을  수 있는 용

부의 균열, 기공이나 부식, 두께부족 등에 하여도 부 합으로 정하므로 보다 엄격하

다, 배 계통에 한 검사에 있어 직 법으로 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 배 단

로 압력시험을 실시하므로 배 으로부터의 미세한 출도 검출이 용이하나, 간 법으로 

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장탱크의 기상부 는 장탱크와 동시에 가압하게 되므로 

시험구역의 부피가 커서 배 부로부터의 미세한 출을 검출할 확률이 떨어진다. 자세한 

것은 김기호 등 논문 p2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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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향평가의 조사도 오염원인자의 선의ㆍ무과실을 단하는 제조건으로 기

능하도록 하는 등 입법의 응도 진 을 이루고 있지만 토양오염여부에 한 유류 

등 오염물질 출에 한 검사방법과 상에 한 보다 엄격한 입법  응도 사

방이라는 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이 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토양환경보 법상의 토양오염에 따른 무과실책임의 

내용에 하여 헌재 례와 결부하여 살펴보고자 하 다. 그 이유는 토양환경보 법

상의 무과실책임이 미국의 CERCLA 등에 기 한 엄격한 책임입법임에도 그 입법

의 구체  내용이 단히 미흡하다는 을 헌재 례를 통하여 여실히 엿볼 수 있

기 때문이다. 특히 행 토양환경보 법을 통하여 공법  책임으로서의 정화책임에 

한 부분은 공공재로서의 토양 자체에 한 오염 방  사후조치 등에 한 입

법자의 심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정수단에 한 충분한 고

려를 하지 아니하고는 결과 으로 동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사  책임으로서 피해배상책임에 해서는 재정수단이나 책임의 분배, 

차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과실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개별

법상의 무과실책임 조항과 마찬가지로 입법자의 배려가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더구나 그 공백을 메우기 한 법원의 단이 환경소송에서 매우 소극 으로 

일 하고 있는 실속에서 그간 해결책으로서 제시된 환경책임법의 제정 등 입법

개선이 실히 요구되었다. 재 헌법재 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개선작

업이 련부처를 심으로 진행 인데 차제에 환경오염에 따른 법  책임에 한 

보다 상세한 입법을 통하여 무과실책임 조항의 입법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투고일자 2013.5.3,  심사일자 2013.5.22,  게재확정일자 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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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onconformity to the Constitution on Polluter of liability without fault of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future prospects

9)

Han, SangWoon*

Contaminated soil and responsibility of clean up is currently emerging issue. The 
corresponding legislation is making progress as well as EIA functions as 
prerequisite to decide polluter's innocence and faultlessness. This report aims to 
study strict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soil contamination by case study 
from Constitutional Court. The case analysis shows lack of specific regulation in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o impose strict liability which originated from 
strict liability act which is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of USA.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hows legislator's concern on prevention of soil contamination and its follow-up 
action after contamination through soil purification clause as public law liability 
since soil is one of the public goods. Nevertheless, it is obvious that the aim of 
the law cannot be attained without financial measures.

Moreover, it is inconsiderate to enact strict liability clause without concern on 
allocation of liability and its process as well as financial instrument for private 
damage compensation. Since the court have been passive on this issue, the needs 
of improvement of current legal system such as the enactment of Environmental 
Liability Law has never been greater. According to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on this issue, current system is undergoing improvement 
progress by relevant ministries. I hope that this process specify the strict liability 
clause to realize its original purpose.

Key Words: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SECA), soil contamination, strict 
liability, liability for cleaning up Contaminated Soil, Polluter,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troactive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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