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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리스크 法* **

―리스크管理體系로서의 環境法―
1)

趙 弘 植***

序論

1. ｢人間은 社會的 動物｣이란 명제는 수많은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 구

성원 상호간에 생기는 葛藤의 宿命性도 그 하나이다.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갈

등은, 인간이 모여 사회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서로 의존하고 사는 까닭에 발

생하는 불가피한 결과이고, 사회를 구성하는 데 따르는 당연히 지불하여야 할 

비용이다. 社會科學은 이와 같은 갈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機制를 연

구하여 왔고, 法學도 이런 노력의 일환임에 틀림없다.
이 의 주제인 리스크(risk; Risiko)1)는 바로 이러한 葛藤構造의 脫現代的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및 간접연구경비에서 지원된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다.
** 본 연구는 많은 분들과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먼저 1998학년도 서울대

학교 발전기금 일반 학술연구비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본 연구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

다.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의 Dean Kate Bartlett와 Associate Dean Judith 
Horowitz는 미국의 최신 연구 업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실을 제공하고 도서관과 

정보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이유봉 석사와 김민정 사법연수생

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관한 자료 수집에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 다. 이 모든 분들께 깊

은 사의를 표한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이 에서 사용되는 리스크라는 용어는 어로 risk, 독일어로 Risiko를 외래어

로서 받아들여 표현한 것이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리스크와 구별되는 개념으

로 危險이 있는데, 이것은 어로 danger, 독일어로 Gefahr를 번역한 것이다. 리스크에 

관한 연구 문헌 중 사회과학에 관련된 문헌을 보면 필자의 용례와 같이 risk나 Risiko
를 리스크로, danger나 Gefahr를 위험으로 번역하는 경우(예컨대 김남진, “리스크 사회

에 있어서의 리스크管理와 規制”, 268(필자소장))와 risk나 Risiko를 위험으로 danger나 

Gefahr를 危害로 번역하는 경우(예컨대 강희원, “환경위기시대에 있어서 위험에 대한 

법학적 계몽을 위하여”, 경희법학 제30권 제1호(1995. 12), 113-164)가 있음을 알게 된

다. 다른 한편, 자연과학에 관련된 문헌을 보면 대개 risk나 Risiko를 危害性으로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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徵標이다. 리스크는 不確實性을 본질적 요소로 하기 때문에, Niklas Luhmann

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어떤 리스크의 受容 여부는 意思決定者로서 리스크에 

관련된 사람과 그 결정에 의하여 향을 받아야 하는 被決定者로서 리스크에 

관련된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조차도 客觀
的 計算에 기한 合意의 도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2) Clayton P. Gillette와 

James E. Krier가 정확히 진단하듯이, 리스크는 이제 “인류에게 귀속된 內在的 

條件”이 되었다.3)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각 학문 역이 경쟁적으로 리스크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社會學도 예외가 아닌데, 리스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리스크가 

내재된 사회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시도하는 것은 사회학자에게 예정된 당연

한 과제일 것이다. 수많은 사회학자들이 저마다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리스크

를 파악하려고 노력하 고, 무시할 수 없는 업적을 내놓았다. Ulrich Beck은 

愼慮國家(Provident State)4)와 리스크社會(Risk Society)5)의 개념으로, Niklas 

Luhmann은 危險(danger; Gefahr)과의 구별을 통해,6) Anthony Giddens는 自招

고 있음을 알게 된다(예컨대, Raven, Berg & Johnson, Environment, 27-35(안동만 역, 
보문당, 2001)) 필자는 danger나 Gefahr를 번역할 때 “위험”이란 용어를 사용해온 것이 

이제까지의 관행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risk나 Risiko에 대해서는 “위험”과 같이 관행화

된 번역어가 현재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하에서는, 적당한 번역어가 정립

될 때까지 리스크를 risk나 Risiko를, 위험을 danger나 Gefahr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하기로 한다.
2) Niklas Luhmann, Risk: A Sociological Theory 3-4(Aldine De Gruyter, 1993).
3) Clayton P. Gillette & James E. Krier, “Risk, Courts, and Agencies,” 138 U. 

Pa. L. Rev. 1027(1990).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Peter L. Bernstein, Against the 
Gods: The Remarkable Story of Risk(Wiley & Sons, 1996) 참조.

4) Ulrich Beck, “Risk Society and the Provident State,” Risk, Environment & 
Modernity: Towards a New Ecology 27-43(Scott Lash, et al., ed., 1996); U. Beck, 
“Politics of Risk Society,” Politics of Risk Society 9-34(Jane Franklin ed., 1998).

5) Ulrich Beck, World Risk Society(Polity Press, 1999); U. Beck,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London, 1992).

6) Luhmann에 따르면 리스크(risk; Risiko)와 위험(danger; Gefahr) 모두 잠재적 손

실을 예정하고 있는 개념인데, 위험이 그 손실의 원인이 행위자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데 반해, 리스크는 자기 스스로 한 결정에 손실의 원인이 귀속되는 경우이다. Niklas 
Luhmann, Risk: A Sociological Theory(註 2), 21-22. 국내의 문헌으로는 강희원(註 1); 
노진철, “위험부담(리스크)의 관리로서의 환경정책: 환경기준을 중심으로”, 경북대환태
평양연구 6(1993. 12) 121, 123-24(N. Luhmann, Risiko und Gefahr, in: Soziologisches 
Aufklärung 5, S.131-69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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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不確實性(manufactured uncertainty)을 중심으로,7) François Erwald는 未來에 

대한 制御可能性에 초점을 맞추어,8) Gunther Teubner와 Lindsay Farmer는 自

治組織(self-organization)이라는 대응책으로9) 각기 리스크를 포착한다.

이러한 담론을 섭렵하는 것은 리스크에 대한 法的 解法을 모색함에 있어서

도 가치 있는 일이겠으나, 이 의 目的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독자들 개인의 

몫으로 남긴다. 다만, 이 의 목적과 관련하여 지적하여야 할 論点이 있다. 
이러한 사회학적 논의나 기타 學際的 論議를 대함에 있어 그 담론이 지니는 

통찰력에 매료된 나머지, 그러한 연구가 法的 地平에 여과 없이 연결되어 리

스크 문제 전체를 포섭하는 메가이론 내지 메타이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근

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점이다. 환언하면 법학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논법에 대한 호오를 불문하고 일단은 기존의 논법에 터잡아 문제를 포

섭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수밖에 없는지라 사회학적 이론이나 관점이 법

학에 示唆点을 던져 주는 것은 別論이지만, 그것이 리스크에 대한 법적 해법

의 自動的 摸索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예컨대 Ulrich Beck이 리스크社會에서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한 組織化된 無

責任性(organized irresponsibility)10)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것만을 근거로 법적

인 책임의 개별적 귀속을 포기하고(個別責任體系의 포기) 사회구성원 전체가 

책임을 분담하는 共同責任體系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마찬가

지로 역사적으로 볼 때 법이 정치적 위험에 대해서는 법치국가적 권리로, 경

제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는 사회국가적 권리로 대항해왔으므로 리스크에 대해

서도 새로운 권리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발상11)에도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정

치적,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해 권리로 대항하 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현상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파악한 하나의 看取일 뿐이고, 법학적 견지에서 볼 때에는 

권리만을 대항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리스크에 대해 법적

7) Anthony Giddens, “Risk and Responsibility,” 62 Modern Law Review 1(1999).
8) Francois Ewald, L'État Providence(1987), U. Beck, “Politics of Risk Society”

(註 4), 11면에서 재인용.
9) Lindsay Farmer and Gunther Teubner, “Ecological Self-Organization,” 

Environmental Law and Ecological Responsibility 3-13(Gunther Teubner et al., ed. 
1994).

10) 註 4, 5에 인용 문헌 참조.
11) 강희원(註 1), 146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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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의 대상으로 만들어 법체계 내로 끌어들이

는 法化(Verrechtlichung)12)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리스크에 관한 지식ㆍ정보

를 법체계 내에서 법적 틀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Niklas Luhmann은 이와 관련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Luhmann의 自己

準據的ㆍ自己生産的 體系理論(selfreferentialㆍautopoietic system theory)13)은 각

각의 기능체계들이 自己再生産(autopoiesis)을 지속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돌본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각 체계는 자기 체계를 지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체계에서 발생한 知識ㆍ情報를 받아들임에 있어 자기 체계에 유용한 지

식ㆍ정보의 형태로 재규정한 후 이를 받아들인다. 지식이나 정보를 있는 그대

로가 아니라 實際的인 適用脈絡에 따라 再構成하여 받아들임으로써 그 지식은 

권위를 획득하고 당해 체계는 지속적으로 자기재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런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어떤 것이 체계에 적실한지 여부는 해당 체계 자

체에 의하여 정의되며, 사정 여하에 따라서는 적실성의 기준이 바뀔 수도 있

다. 자기준거적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사회과학적 

담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法的 意思疏通에 필요한 형태로 받아들여져야 하

고 그럴 때에 한해서 사회과학적 지식이 法的 適實性을 획득한다고 할 수 있

다. Luhmann의 통찰을 有意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리스크에 대한 사회과학

적 담론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법체계의 입장에서 실제적인 적용맥락을 염두

에 두고 이에 맞추어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앞서 리스크가 우리 사회의 곳곳에 스며들어 이제는 인간의 내재적 조건

으로까지 운위되고 있음을 보았거니와, 리스크는 법체계에 대해서도 감당키 

어려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존 법체계의 基本 骨格

12) Id.
13) 본문의 설명은 노진철(註 6)(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Frankfurt a.M. 1984를 인용)의 간결한 설명에 의존한 것이다. 자
기준거적 체계이론의 법적 수용에 관한 문헌으로는 Kahl-Heinz Ladeur, “The Theory of 
Autopoiesis as an Approach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Postmodern Law: From the 
Hierarchy of Norms to the Hierarchy of Changing Patterns of Legal Inter- 
relationships,”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Working Paper LAW No. 99/3, 9-13(1999)
(필자 소장); 국내문헌으로는 이상돈ㆍ홍성수, 법사회학, 189 이하(박 사, 2000) 참조. 
한편, 위험과 관련한 autopoiesis에 관해서는 Luhmann, Risk: A Sociological Theory(註 

2), 34이하, 52, 78, 115, 126이하, 217 및 219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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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미침은 물론, 거의 모든 개별ㆍ구체적 법해석에 힘든 微細調整 작

업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새롭게 발견된 病原菌에 관한 의학적 

지식은 턱없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의학적 대응책 전반을 연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필자가 리스크에 대한 法的 遲滯(legal lag)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은 

환경부 규제심사위원으로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規制影響評價를 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정부는 1997년 그 동안 부침을 거듭하며 성장한 규제개혁 노

력의 가닥을 잡고 ｢行政規制基本法｣을 제정하 는데,14) 이 법은 규제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規制影響分析｣(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을 

제도화하 다. 규제 향분석은 규제의 신설ㆍ강화시 그 규제의 향을 분석하

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이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규제를 합리화하

려는 것인데, 규제의 시행에 따라 被規制者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費用

과 便益을 比較分析하는 것을 그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다. 필자는 ｢費用便益

分析｣(Cost-Benefit Analysis; 이하, CBA)은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수단

으로 이에 대해 반대할 만한 명분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신설ㆍ강화되는 구체적 규정에 대한 규제심사의견서를 작성하다보니, 

CBA가 우리 나라에서 환경법 기본원리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事前配慮

의 原則｣15)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16) 예컨대 토양오염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토양오염물질별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보다 나은 환경

질의 확보를 위해 추구되는 것으로서 사전배려의 원칙에 매우 부합하는 조치

인데, 행정규제기본법은 이 규제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計量하여 비교할 것

을 주문하고 있는바, 그 결과 여하에 따라 이 규제를 채택할 것인가 여부를 

14) 법제정배경에 관해서는, 유정기,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배경과 내용”; 김종석, 
“규제개혁, 어떻게 해야 하는가”(필자 소장) 참조.

15) 현행법에서도 이 원리의 구체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이 발견된

다. 예컨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환경이용에 있어서 환경보전의 우선적 고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의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6
조(국민의 권리ㆍ의무 규정), 제11조 제3호(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

의 예방), 환경 향평가법(환경 향평가제도에 관한 규정),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조항) 등이 있다.
16) 이에 대해서는 제Ⅲ장 공법모델에서의 비용편익분석과 환경법의 원칙에서 자세

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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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후 관련 문헌을 比較法的으로 檢討하면서 비용편

익분석과 사전배려의 원칙은,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에 관해서 相反되는 입장을 가진 미국과 유럽이 각각의 입장을 함축해 놓은 

代表 原理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은 리스크에 대응한 입법의 체계모순적 요소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

럽게 다음과 같은 고민으로 이어졌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을 후진국에서 쉽

게 찾을 수 있는, 원칙 없이 이루어진 便宜的 立法 事例의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 사회의 價値 選擇의 變化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로 다가왔다. 전자의 경우라면, 법해석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존 법률

의 내용을 면 히 살펴 상충하는 원칙의 調律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고, 후자

의 경우라면 가치 선택의 과정에서 民主的 正當性을 확보했는지, 그렇지 못했

다면 이를 보완할 節次的 安全裝置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색과정에서 法院

의 役割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등을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발상을 전환해보면 환경법의 기본원리로 의심 없이 받아들 던 

사전배려의 원리가 오직 環境的 價値에만 埋沒되어 추구하여야 할 여타의 가

치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고, 나아가 이 원리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이 

있는지 아니면 독일법의 무비판적 수입이 만들어낸 허구는 아닌지 하는 의문

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었다. 환언하면, 행정규제기본법이 우리 법체계에 이질

적 요소가 아닌, 이제까지의 경향을 계승한 입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되자 필자는 리스크라는 대상에 대해 우리의 

법체계의 각 구성요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리스크에 대한 연구를 할수록 빙산의 일각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어찌 보면 國家體系 전체의 運營原理에 관한 고민, 그리

고 그 구체적 세칙에 대한 탐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하여 리스크에 대한 법체계 전체의 

대응책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의 크기가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그 모든 논점들을 포괄하여 이에 대해 깊이 논하는 것은 논문 하나로 될 일이 

아니어서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 다만 이 에서는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그 목표에 필요한 

한도에서 관련 연구를 요약하고 가능한 한 많은 논점을 제기하는 데 주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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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이 이 인용하는 문헌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주제가 방대

한 양의 저서로도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은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전개된다. 제Ⅰ장에서는 이후의 논의에 필요

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다. 제Ⅱ장에서는 리스크

에 대한 이제까지 논의된 私法的 對應의 한계를 개관하고, 이러한 일반적 인

식을 불필요한 고정관념으로 보고 기존의 사법 논법으로 리스크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선구적 연구에 대해 알아본 후 사법기제의 한계를 재확인한다. 제Ⅲ장

에서는 公法的 解決策을 탐색한다. 이 의 모티브가 된 비용편익분석과 사전

배려의 원칙을 배경으로 공법적 해결책을 논함에 있어 항상 문제로 제기되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해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일도양단적 선택보다는 

실용주의에 터잡은, 구체적 맥락에 즉응한, 公法體系 전반의 再構成

(reconfiguration)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Ⅰ. 리스크: 不確實性과 選擇

1. 이 章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법적 대응책의 모색이라는 목적에 필요한 범

위 내에서 리스크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의 주제인 리스크는 환경적ㆍ

생태적 리스크(environmentalㆍecological risk) 또는 기술적 리스크(technological 

risk)를 의미한다. 리스크는 환경법과 정책 역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기업의 역에서는 기업가의 활동 역을, 금융세계에서는 파산의 위협을, 의료

의 역에서는 치료 중 예측하지 못한 일의 발생을, 자연계에서는 심각한 생태

적 위협을 의미한다.17) 이런 용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통상 리스크

(risk; Risiko)라고 할 때에는 危害物質(예컨대 石綿과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되

었을 때 발생하는 危害(예컨대 사망, 부상 또는 손상된 삶의 질)의 크기, 즉 重

大性과 그것이 발생할 확률, 즉 蓋然性을 함께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태

도는 미국과 유럽에서 공히 발견되는데,18) 예컨대 석면과 같은 발암물질에 노

17) Francois Ewald, “Risk in Contemporary Society,” 6 Conn. Ins. L.J. 365(1999-2000).
18) 미국측 태도에 관한 문헌으로는 Jonathan B. Wiener, “Precaution in a Multi-Risk 

World,” Duke Law School Working Paper No. 23, 3(Dec. 2001); 독일 측 태도에 관한 

문헌으로는 Sonja Boehmer-Christianse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Germany: 
Enabling Government,” Interpret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31-60(O'Riordan & 
Cameron ed. 1994); Peter S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 European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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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었을 때 폐암에 걸릴 확률은 심각하고(위해의 개연성), 암에 걸리는 것은 

곧 사망(위해의 중대성)을 의미하는 까닭에 석면이 가져오는 리스크에 대해 조

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 휴대전화 전자파가 가져오는 위해는 치명적 뇌종양

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단순한 두통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정책

적 요구는 매우 낮다. 이와 같이 리스크는 위해의 重大性과 蓋然性의 組合을 의

미하는 것이 通常 語法이다.
이와 같이 리스크가 위해의 중대성과 개연성의 조합을 의미한다고 할 때 쉽

게 빠질 수 있는 오류는 리스크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불행하게도 리스크는 그 예측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

로 불확실하다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한다. 리스크는, 발생개연성은 에 가

깝지만 발생할 경우의 해악은 대재난이 되기 때문에 그 미소한 개연성도 무시

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 ―통상 “ -무한대 딜레마”(“zero-infinity dilemma”)라
고 부르는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 낸다. 리스크를 유발하는 물질의 照射量을 

극소하게, 그리고 그에 대한 노출을 적절히 관리하면, 이 경우의 리스크는 -

무한대 딜레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리스크 물질의 조사량이 증가하면 

그 심각한 위해의 개연성은 여전히 낮지만 증대되고, 이와 더불어 노출되는 

사람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해는 통계상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로 표시

될 정도로 확실해진다.19) 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발전되는 문제 상황은 잠재적

으로 대재앙적 결과를 만들어낼 통계적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이다.20) 사정

이 이러하다보니, 리스크에 대한 打法 또한 기술낙관주의에 기해 문제를 미래

의 기술적 해결에 맡기는 태도21)에서부터 대재앙적 결과에 대한 포퓰리즘

reprinted in Peter Sand, Transnational Environmental Law 129-139(2000); 한귀현, “독일 

환경법상의 사전배려와 위험방지”,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제22편(1998. 4.) 89-109. 
미독을 비교한 문헌으로는 Jonathan B, Wiener & Michael D. Rogers, “Comparing 
Precau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http://www.env.duke.edu/solutions/ 
documents/pp-eu_us_jrr_2002_03_25.pdf.

19) Page, “A Generic View of Toxic Chemicals and Similar Risks,” 7 Ecological 
L.Q. 207, 211(1978).

20) Larry D. Silver, “The Common Law of Environmental Risk and Some Recent 
Applications,” 10 Harv. Envtl. L. Rev. 61, 64-65(1986).

21) 기술낙관주의에 관해서는, Krier & Gillette, “The Un-Easy Case for 
Techonological Optimism,” 84 Mich. L. Rev. 405(1985). 한편 기술낙관주의를 연성화하

여 보다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는 생태 근대화이론(ecological modernization theory)에 관

해서는 Arthur P.J. Mol & Gert Spaargaren, “Environment, Modernity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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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ism)에 기해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려는 태도까지 실로 다종다양한 태도

가 형성되는 것이다.22)

2. 외국인에게 한국의 김치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김

치의 연원 또는 역사를 설명할 수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와 만드는 방

법을 설명할 수도 있으며, 또는 김치의 효능을 설명하고 맛을 묘사하는 것으

로 대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외국인이 김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

해서는 김치를 직접 맛보아야 할 것이다. 김치를 직접 경험하면서 김치에 대

한 참된 인식이 시작된다. 리스크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본다. 

리스크에 직접 노출될 수는 없기에, 여기서는 전형적인 예를 하나 소개하기로 

한다.

[리스크] 화학회사는 회사소유의 토지에 화학 폐기물을 저장해 왔는데, 그 

폐기물속에 포함된 위해화학물질이 滲出되어 인근 지하수계로 흘러들어가는 것

으로 밝혀졌다. 이 지하수계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郡民들의 유일한 식수원으

로 쓰이고 있다. 한편, 누출되는 화학물질 중에는 실험실에서 실험용 쥐를 대상

으로 한 시험에서 발암물질로 밝혀진 [크스리]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실

험결과를 인간의 발암성을 추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당국은 대체로 이와 같은 外揷法을 사용해 

왔다. 여러 가지 개연성 있는 前提 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 전제 하에 평가

한 결과, 음용수에 10ppb [parts per billion; 10억분의 1단위]의 [크스리]가 함

유되는 것은, 인간이 평상시대로 이 물을 20년 동안 음용한다고 가정하면 인간

의 발암 확률을 10만분의 1 증가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리스크]공장 부근의 지하 帶水層의 현재 농도는 10ppb임이 밝혀진다.23)

Risk-Society: The Apocalyptic Horizon of Environmental Reform,” Int'l Sociology Vol. 
8, No. 4, 431-459(1993).

22) 미연방대법원 대법원장인 Rehnquist가 Industrial Union Dept., AFL-CIO v.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448 U.S. 607(1980)에서 표명한 견해, 즉 “a risk of an 
accident is not an effect on the physical environment. A risk is, by definition, 
unrealized in the physical world”는 前者를 대변하는 반면, 환경주의자들 중 극단론을 

펴는 사람들은 後者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23) 이 예는 Christopher Schroeder, “Rights against Risks,” 86 Colum. L. Rev. 495, 

498(1986)에서 변형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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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리스크와 관련된 여러 쟁점을 엿볼 수 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리스크의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볼 때 매우 작지만, 현실화되었을 때의 심각성

은 엄청나다. 발암시 생존률이 매우 낮은 것이다. 이런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

성이 있는 사람은 이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감수하는 데 동의한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眞意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상례일 것이다. 

다른 한편, [리스크]회사가 [크스리]물질과 관련된 리스크의 발생을 의도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므로, 리스크는 故意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오히려 [리스크]회사는 리스크의 발생을 피할 수 있다면 크게 안

도할 것이다.24) 이런 쟁점들은 우리 나라에서 제기된 사건에서도 그대로 확인

된다. 울산 삼산평야의 수확량체감에 따른 민사소송, 광원자력발전소 허가관

련 사건, 용화온천 허가관련 사건 등이 그것이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3. 리스크는 법학의 역에서도 논자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되는데, 道德

的 리스크, 社會的 리스크, 法的 리스크로 분류하기도 하고,25) 客觀的 리스크, 

主觀的 리스크, 心理的 리스크로 구분하기도 하며,26) 公的 리스크와 私的 리스

크로 나누기도 한다.27) 어떤 이는 리스크에의 노출이 自發的인지 여부로 구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리스크가 日常化되어 親近한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기

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리스크를 自然的인 것과 人爲的인 것으로 나누기도 한

다.28)

법의 역에서 대표적인 분류는 리스크(risk; Risiko)와 危險(Danger; Gefahr)

의 구별일 것이다. 독일의 논법을 보면,29)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해의 

24) Id.
25) Francois Ewald(註 17).
26) Douglas Crawford-Brown, “Scientific Models of Human Health Risk Analysis 

in Legal and Policy Decisions,” 64 Law & Contemp. Probs. 63(2001).
27) 예컨대 Jay Michaelson, “Rethinking Regulatory Reform: Toxics, Politics, and 

Ethics,” 105 Yale L.J. 1891, 1893-94(May, 1996); Peter Huber, “Safety and the Second 
Best: The Hazards of Public Risk Management in the Courts” 85 Colum. L. Rev. 277 
(1985). Huber는 공적 리스크를 대량생산되고 광범위하게 분산되며 대개 비자발적으로 

떠안게 되는 비자연적 리스크라고 정의하고, 사적 리스크를 개인이 제어할 수 있는 자

연적, 국부적 리스크라고 정의한다.
28) 이러한 구분에 관해서는 James Flynn & Paul Slovic, “Expert and Public 

Evaluations of Technological Risks: Searching for Common Ground,” 10 Risk: Health 
Safety & Env't 333(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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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과 개연성의 조합에 의하여 결정된 危險限界値(Gefahrenschwelle)를 정

하고 이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험(Gefahr)｣과 ｢리스크(Risiko)｣를 구별

한다. 이와 같은 개념은 각각의 법적 대응에 연결되는데, 위험에 대해서는 경

찰행정법상의 危險防止義務로, 리스크에 대해서는 事前配慮의 原則으로 대응한

다. 그리고 모든 위험방지 및 사전배려를 다한 후에 남는 위해는 事前配慮限

界値(Vorsorgeschwelle)를 넘지 않는 ｢殘存리스크｣(Restrisiko)로서, 일반 국민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30)

4. 필자는 이와 같은 독일식 範疇化가 리스크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인

가에 관해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三分法이 말하는 위험, 리스크, 잔여리스크가 

그에 대한 法的 對應을 差別化할 만큼 質的 差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Larry Silver는 “旣知 리스크”(“known risk”)와 “未知 리스크”(“unknown 
risk”)를 평하면서, 리스크의 개념적 분류를 誤導的이라고까지 평가한다.31) 즉, 

사람들은 이러한 분류를 접하면 자연스럽게 그 각 개념에 상응한 의사결정과

정이 각각 있거나 아니면 의사결정과정의 난이도가 각각에 상응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하게 된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범주적 대응이 有意할 

정도로 리스크 전반에 대한 자연과학적 지식이 성숙해 있지 않다. 각각의 리

스크 상황에 맞추어 개별ㆍ구체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기에도 벅찬 것이 현재

의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실인식을 염두에 둔다면 리스크와 위험을 본질적으

로 성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법적 대응책을 구성하는 것은 무

리한 시도라고 본다.

29) 이하의 설명은 한귀현의 간결한 요약을 참고하 다. 한귀현(註 18) 90-92.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독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학자 중에도 같은 분류

를 하는 사람이 있다. Robert A. Bohrer, “Fear and Trembling in the Twentieth 
Century: Technology Risk, Uncertainty and Emotional Distress,” 1984 Wis. L. Rev. 83, 
90-91(1984).

30) 이상을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는 위해의 발생가능성, s는 위

해의 크기, g는 위험한계치를, v는 사전배려한계를 의미한다.

상위개념으로서 잠재적 

위험의 종류
공식 법적 대응방식

위      험 g < e × s  안전법상 위험방지

리  스  크 v < e × s < g 환경법상 사전배려

잔존리스크 0 < e × s < v 수용의무

31) Silver(註 20),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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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스크와 위험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도 범주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명제를 검증하기 위해

서는 우리가 늘 접하는 현상에 대한 省察이 필요하다. 리스크는 ―인간의 內

在的 條件이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인간의 모든 활동에 따른다. 리스크하면 

으레 원자력발전소니 유전자조작 식품 등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사실은 첨

단 과학기술과 무관한 人間의 日常的 活動에도 리스크가 개재되어 있다. 예컨

대 고속도로에서의 過速 走行 ―이것은 “危險”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경우이

다― 에도 리스크가 따른다. 다만 직ㆍ간접적으로 자동차 사망사고를 정기적

으로 목격하고 그 결과, 우리는 내년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어느 정도 신뢰

할 수 있을 만큼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통사고에 관해서조차 특정한 날, 특정한 사람에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예

측한다는 것은 실로 지난한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식생활에도 음식이 목

에 걸리거나 식중독에 걸릴 리스크가, 호흡을 할 때에도 공기를 통해 병균에 

감염될 리스크가, 보행을 할 때에도 넘어질 리스크가, 심지어는 수면에도 질식

이나 늦잠, 심지어는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 등의 리스크가 따른다. 요

컨대 人間事에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리스크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不確實性의 程度의 差異일 뿐이다.32) 

상대적으로 볼 때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불확실성이 적은 리스크도 있고, 그
렇지 못한 리스크도 있다. 석면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은 이미 상당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휴대전화 전자파의 위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반신반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의 차이는 量의 問題이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

은 할 수 있지만 확실성이 담보될 정도로 알 수 없는 까닭에 모든 리스크는 

確率的이고 不確實한 것이다. 따라서 미래와 관련한 결정이 불확실성의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리스크에 대한 것이건 위험에 대한 것이건 

같다고 할 수 있겠다.

6. 또한 대상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認識이 불확실하다. 따라서 중

요한 것은 주어진 불확실성 속에서, 즉 현재의 인식 수준 하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껏 한번도 어떤 것이 해악을 가져

올 것이라고 완벽하게 확신한 적이 없으며 우리가 초래하는 리스크와 기회에 

32) Wiener, “Multi-Risk”(註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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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한번도 확신해본 적이 없다. 미래에 관한 모든 결정은 이와 같은 불확실

성 속에서 내려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주어진 具體的 狀況 속에서 결

정에 의하여 향을 받는 사람들 자신에 의해 개별 구체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옳다. 대응 방안에 관해 미리 선험적으로 범주를 정하기에는 대상에 대해 아

는 것이 너무나 없다.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대상 리스크의 속성으로부

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에 의해서 생기고, 우리의 인식은 그것에 

기초한 대응방안을 범주화하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하다.

이와 관련해 유의할 점이 있다. “藥도 毒이 된다”는 Paracelsus의 통찰대

로,33) 아무리 유용한 물질 또는 행위라도 때로는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요컨

대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생활

필수품, 예컨대 물, 소금, 산소, 햇빛, 비타민조차도 지나친 양을 흡수했을 때

(예컨대 산소 중독, 피부암)나 適所 외에 노출되었을 경우(폐 속으로 들어간 

물, 생채기에 소금)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따라서 무엇이 위

해인가의 여부는 어떤 물질의 본질적 속성의 분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適
用脈絡에 달려 있는 것이다.34)

따라서 리스크와 위험을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상정하고 이를 전제

로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을 構造化하는 것은 논리적 필연성을 결여한 法的 

虛構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별기준으로 정한 臨界値는 불확실성이라는 

배경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作爲的이다. 누가 어떤 기준에서 그것을 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볼 때(앞으로 다양한 법적 맥락을 거치면서 확실히 드러나듯이) 우

리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의 본질적 속성은 不確實性과 選擇, 즉, 불확실성 

속에서의 결정이라 할 수 있겠다.35) 따라서 리스크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확

실성 속에서 어떤 과정 내지는 방식을 거쳐 어떤 내용의 결정을 하여야 합리

33) M. Alice Ottoboni, The Dose Makes the Poison: A Plain-Language Guide to 
Toxicology(Berkeley: Vincente Books, 1984). Wiener, “Multi-Risk”(註 18)에서 재인용.

34) Wiener, “Multi-Risk”(註 18), 3.
35) 논자에 따라서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대등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Wildavsky는 리스크를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나 개연성 분포는 특정이 

가능한 경우”로, 불확실성을 “결과의 범위조차 알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한다. Wildavsky, 
“The Political Economy of Efficiency, Cost-Benefit Analysis, Systems Analysis, and 
Program Budgeting,” in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Policy 55, 61-62 (1968). Schroeder
(註 23), 503 fn. 3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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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모아져야 하고, 그와 같은 논의 끝에 내려

진 해법은, 불확실성과 선택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이라면 그것

이 이제껏 위험이라는 범주에 포섭되어왔건 리스크라는 범주에 포섭되어 왔건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7. 리스크와 관련한 결정이 불확실성의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이미 강조한 바이거니와, 이러한 리스크의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

는 것은 아마도 Edward O. Wilson의 成句 “하나의 지구, 하나의 실험”일 것이

다. 리스크는 한 시인이 풍자하듯이 “어디론가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그 이

전 시대와 質的으로 判異한36) 20세기의 科學技術에 의해 탄생되었지만, “이제

는 어디에 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37) 불확실성이 곧 선택

의 不可避性을 의미한다면, 리스크는 ― Luhmann38)과 Beck39)의 지적대로― 

決定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리스크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

는 위해를 결정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선택을 하여야 한다

는 것은 다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이상 감축할 

수 없게 된다.40)

이와 같이 위험을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누군가의 결정이라고 인식하

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리스크 管理의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41) 어떤 이의 결정으로 다른 이가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

36) Bohrer(註 29), 86면. Bohrer는 근대사법체계가 형성되는 기간을 풍미한 기술과

는 질적으로 다른 20세기 과학기술이 리스크를 만들어냈고, 그런 까닭에 근대사법체계

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37) Wendall Barry는 다음과 같은 詩로 리스크 사회를 풍자했다.

“Technology
I used to hope
for a break-through.
Now I wonder
What into?” 

David L. Bazelon, “Science and Uncertainty: A Jurist's View,” 5 Harv. Envtl. L. 
Rev. 209(1981).

38) Luhmann, Risk: A Sociological Theory(註 2), 21-22; 註 6의 설명 참조.
39) Beck, “Provident State”(註 4).
40) Farmer & Teubner(註 9), 4.
41) Niklas Luhmann, Risk: A Sociological Theory(註 2), 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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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명확하면 責任歸屬의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겠지만, 누차 강조했듯이 책

임을 귀속시킬 만큼 확실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

리 모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예컨대 편안

함을 추구하여 市場에서 리스크가 따르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포함해서― 

기여하 으므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데 노력

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다. 요컨대, 어떤 손해가 발생하 을 때 이 

손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지만, 그렇

다고 그 누군가를 특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로부터 해방된 상

태를 지향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리스크의 관리에 치중하자

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Mary Douglas가 위험이 個人의 문제

다면 리스크는 共同體의 문제라고 주장한 까닭이 있다고 본다.42)

이런 까닭에 법체계가 리스크 개념을 수용하는 것은, 파괴적 효과가 따르는 

현대과학기술을 이제는 法的으로 管理하여야겠다는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는 

계기가 된다.43) 이에 따라 리스크 개념과 그 속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이 제기된다. 뒤에 상술하는 바와 같이 리스크는 그 속성상 사후적 

대처가 부적절하므로 私法機制는 아무래도 부적절하다는 주장, 최선의 방책은 

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라든지(事前豫防ㆍ配慮의 原則), 따지고 보면 기술에

만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리스크가 따르는데 특

정한 기술만을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든지(리스크 比較評價), 따라서 리

스크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든지(리스크 管理), 그런 큰 그림을 그릴 

필요 없이 미세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든지(行政法의 柔軟化)하는 등의 다양

한 주장이 제시되는 것이다.

8.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리스크 문제의 속성과 관련해 짚

고 넘어가야 할 논점이 있다. 그것은 “리스크 意思疏通”(“risk communication”)

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리스크 의사소통이라 함은 “리스

크평가자, 리스크관리자, 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리

42) Mary Douglas, Risk and Blame: Essays in Cultural Theory(Routledge, 1992).
43) 이에 관한 문헌으로는 James Cameron & Juli Aboucha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 Fundamental Principle of Law and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 14 B.C. Int'l & Comp. L. Rev. 1(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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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상호교환”을 말한다.44) 리스크에 관해 관련 당사

자들이 의사소통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즉, 위해의 重大性은 객관적으로 평가된다기보다는 主觀的으

로 決定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사람들은 어떤 위해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과학적으로 같은 크기임이 판명된 다른 위해에 대해서는 더욱 두려워한

다. 단 한 번 하는 비행기 여행 시에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평생 두 개비의 

담배를 피운 사람이 사망할 확률과 같은 백만분의 일임에도 담배를 매일 한 

갑씩 피는 일반인들은 비행기타는 것을 훨씬 두려워한다.45) 이와 같은 주관적 

태도는 일반적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같은 확률과 크기의 리스크라도 

암으로 인해 죽는 것을 사고로 인해 죽는 것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거나, 

운전이나 흡연과 같이 친근하고 日常化된 위해를, 방사능 노출이나 유전자 조

작과 같이 稀貴한 未知의 위해에 비해 보다 관용하는 것46) 등이 그것이다. 또
한 같은 위해라도 그것에 노출된 狀況에 따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진다. 

흡연을 즐기는 사람도 간접흡연을 싫어하기는 마찬가지다. 자발적으로 받아들

이는 위험과 비자발적으로 강요되는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이다. 이런 

까닭에 전문가들은 일반인의 리스크 인식이 비과학적이어서 이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스크에 대한 문외한으로서의 一般 大衆이 가지는 인식은 리스크에 대한 

법과 정책의 설계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專門家들은 때때로 일반인

들의 인식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비용편익분석에 향을 미쳐 결국 정책의 내용 및 채택 여부에 향을 

미친다. 이것이 문제라고 여기는 경우에는 지불의사를 금전으로 평가한 支拂

用意額(willingness to pay; WTP)47)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일반인들의 리스크

에 대한 평가를 반 하려 노력한다.

44) Thomas O. McGarity, “Seeds of Distrust: Federal Regul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35 U. Mich. J.L. Reform 403, 496(2002)(“the intera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opinions concerning risk among risk assessors, risk managers, 
consum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45) Stephen Breyer, Breaking the Vicious Circle: Toward Effective Risk Regulation 
3-10(Harvard, 1993).

46) Paul Slovic, “Perception of Risk,” 236 Science 280(1987).
47) 이정전, 환경경제학(박 사), 423, 45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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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태도를 채택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전자를 지지하는 쪽은 

대중의 리스크 인식과 평가가 대개는 주먹구구식이거나 본능적 감각에 의존해 

이루어지므로 歸納推論的 誤謬(heuristic errors)가 개재하거나 책임있는 정부라

면 새겨들어야 할 편견에 기한 것이 많다고 주장한다. 후자의 논거는 이와 같

은 태도는 단순히 무지나 편견의 소치를 반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가진 

가치를 그대로 반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책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고려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같은 위험성을 가진 흡연의 리스크와 오염물질의 

리스크를 구별하고 후자를 싫어하는 대중의 태도는 자신의 사적 역에서의 

자유를 누리겠다는 가치 선택이 개재된 것이라는 것이다.48) 이러한 주장을 하

는 쪽에서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리스크평가시에 일반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

치에 착목하지 못하고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실 대중과 전문가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ㆍ평가의 차이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 대중을 교육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겠으나, 그 원인이 무지의 소치가 아니라 저변에 깔려있는 가치 선택이라면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환경정책이 이러한 대중의 인

식을 반 하여야 하는가? 그것이 민주주의에 더욱 부합하는 것인가? 민주주의

는 國民의 選好라면 무엇이든지 반 하여야 하는가?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

의 지배인가?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합리적인 환경정책이라면 대중의 바람에 즉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계몽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는가? 리스크에 대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해석

에는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따르는 것이다.

요컨대 리스크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설

계하는 데 고려되어야 하지만, 가능하면 리스크에 관련된 사람들끼리 서로 의

사소통하여 리스크에 관한 인식의 차를 좁히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을 

줄이는 첩경이 된다고 하겠다. 이렇듯 리스크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48) Id. 자세한 것은 Ⅲ.3.(5).가. 민주주의 v. 기술주의 또는 자유주의 v. 공화주의

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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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私法 모델

1. 私法體系의 限界?

(1) 리스크 문제에 대한 私法體系가 가지는 한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이에 관해서는 異論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통상 환경문

제를 다루는 사법체계의 한계로 ｢입증의 어려움｣, ｢위법ㆍ책임성 구성의 어려

움｣, ｢피해의 광역성｣, ｢배상능력의 한계｣, ｢법원의 機關的 한계｣ 등을 상투적

으로 거론하는데, 그 표현에서 느끼는 진부함이 사법체계의 한계에 관한 학계

의 合意를 반증한다고 본다.

그러나 과학적 불확실성을 立證責任의 失敗로 규정하고 그 논리적 결과로서 

리스크를 侵害와 구별되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은, 해로운 효과가 

긴 潛伏期를 거쳐 나타나는 탈현대적 과학기술의 특징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결과 리스크 피해자에게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사법체계 내에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짚고 가야 할 점이 있다. 리스크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에서 

민사소송이 보여준 상기의 문제점들이 私法의 限界인가, 法院의 機關的 限界

인가, 아니면 양자 모두의 한계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법원 특유의 

기관적 특성이 원인이라면 그와 같은 한계는 공법소송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개선책을 찾기보다는 국가 조직과 관련된 개선책을 찾

아야 할 것이다.49) 이 에서는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선에서 그치고, 

이하에서는 사법의 한계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2) 사법이 리스크와 관련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여부에 관해

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리스크 문제에 관한 사법기제의 효능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효용주의자로 개종한 Richard Epstein이다.50) 그는 ｢市場環境

49) 리스크에 관련하여 법원의 기관적 한계를 다룬 문헌으로는 Gillette & Krier(註 

3); Richard B. Stewart, “Crisis in Tort Law?: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54 U. Chi. 
L. Rev. 184(1987); Richard B. Stewart, “The Role of the Courts in Risk Management,” 
16 Envtl. L. Rep. 10208(1986) 등을 참조.

50) 예컨대 Richard A. Epstein, “Too Pragmatic By Half,” 109 Yale L.J. 1639 
(2000)(Book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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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意｣(Market Environmentalism)의 주창자답게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별한 

비책은 필요하지 않고, 일반 개인의 사법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

다고 주장한다. 환경자원의 사용과 분배에 관해서도 개개인이 경제적 유인에 

따라 행동하는 市場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政治體의 共同 決定보다 우월하다

고 믿는 것이다. 그 결과, 環境財에 財産權을 設定하면 물권법, 계약법, 불법행

위법만으로도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불필요한 제약을 만

들어내는 공법적 규제보다 우월하다고 한다. 환경문제에 관한 正과 邪는, 이웃

하는 사람의 토지이용을 규율하는 상린관계법에서 나오고, 이 기준은 하수로

부터 나오는 악취나 핵폐기물의 처리에 관련된 리스크나 관계없이 똑같이 적

용될 수 있다고 한다.51)

Epstein은 비용을 수반하는 정부의 규제는 그것이 善으로 증명될 때까지는 

惡이라는 자유방임적 전제 아래, 오히려 환경규제가 철회되거나 아니면 최소

한 국가가 환경적 이유로 행위제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

는 경우를 선별해 내는 것이 건전한 환경체계의 운 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다. Epstein이 이와 같이 사적 재산권에 의해 형성된 균형상태와 이를 지탱해

온 전통적인 사법기제를 중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리스크를 포함한 환경문

제에 대응하는 선택을 할 때에 基準線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

유롭게 자신의 선호를 표시하는 市場, 그리고 그 법적 표현인 私法이라는 신

념 때문이다. 정부로 하여금 受容的 侵害(regulatory taking)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것도, 정부가 시장에서 만들어진 가격 정보에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규제에서의 政治的 冒險主義를 제한하고 환경적 가치와 여타의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도록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

Epstein은 전술한 바와 같이 리스크를 포함한 환경침해를 소유권 침해와 달

리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Epstein의 대응법도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52) 첫째, 리스크가 他人의 

身體나 財産에 미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전통적인 방법인 재산권에 기한 

방해배제나 상린관계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3) 둘째, 재산권을 설정

51) Id. 1643.
52) Id. 1647-49. Epstein은 리스크에 대해서라기보다는 환경문제 전반에 관해 논하

다. 하지만, 여기서 인용한 Epstein의 이 리스크를 위주로 논한 Daniel A. Farber, 
Eco-Pragmatism(Chicago, 1999)을 논평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리스크 맥락에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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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예컨대 공공수역에서의 오염에 대해서는 상린관계법 이외의 대안

이 필요하지만, 이것 역시 사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국가를 마치 그 자원의 소유자나 혹은 일반 국민을 수혜자로 한 受

託者로서 보고 이에 기해 사유재산권을 오염시킨 것에 대해 소송하듯이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다. 셋째, 개인에게 발생한 해로운 결과

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생긴 경우, 예컨대 리스크가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기로 동의한 공장근로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적 계약이 합의 당사자 사

이에 리스크를 적절히 분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pstein의 주장은 리

스크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 아니어서 여러 부분에서 불충분한 점이 노출되지

만, 私法의 역할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3) 한편, 사법기제에 대해 강력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Karl-Heinz Ladeur의 反論을 직접 들어보자.54) Ladeur는 전통적인 민사상 책임

체계를 “第一次的 責任體系”(“first order liability system”)라고 부르고, 그 한계

를 극복하고 보충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集團責任(collective liability)을 내용으

로 하는 “第二次的 責任體系”(“second order liability system”)를 평가하 다.55) 

제일차적 책임체계는 법적으로 포착된 행위에 대한 責任을 관련 당사자에게 

個別的으로 歸屬시키는데, 개별적 책임귀속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에 

대한 구체적 원인을 밝혀 이를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일차적 

책임체계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

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축적되

53) 다만 환경침해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예로 무시할 만

큼 작고 넓게 퍼지는 생활침해, 예컨대 뒷마당에서 노는 것, 바비큐 파티를 하는 것 등

에 대해서는 길게 보아 서로 참고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구제책을 부인

하여야 한다고 한다. Id. 1648.
54) Karl-Heinz Ladeur, “The Envrironmental Liability Fund under the Hamburg 

Model: A False Towards Flexibilization of Environmental Law?,” 2 New Eur. L. Rev. 
1(1994). 이하는 Ladeur의 설명을 문맥에 맞게 요약한 것이다. 특별히 주석을 붙인 것 

외에는 Ladeur의 설명에 의존한 것이라고 보면 무방하다. 주석을 붙인 것은 Ladeur의 

주장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거나, Ladeur의 설명과 관련해서 유용한 논점을 추가하기 

위해서이다.
55) Ladeur는 종국적으로는 제이차적 책임체계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법기

제로의 이행을 주장한다. 이에 관해서는 집단책임체계 부분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2002. 12.] 리스크 法 47

어, 그 결과 복잡한 추리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사물의 인과율을 인식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歸納推論的 認識(heuristic perception)에 터잡

은 過失개념과 危險(danger) 개념은 각각 機械論的 因果關係를 전제로 한 民事

上 責任體系와 警察行政法의 기초가 된다. 그리하여 민법은 事後的으로(ex 

post) 발생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경

찰행정법은 해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인과관계 선상에 있는 행위에 事前

的으로(ex post) 제약을 가함으로써 사회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보

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귀납추론은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고, 이를 전제로 한 민사상 책임체계와 경찰행정법도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리스크 앞에서 사회적 경험과 법규범을 연결해주던 

귀납추론은 한낱 주먹구구식 판단 또는 잘해야 훈련된 직관으로밖에는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行爲者나 被害者를 確定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위로하여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비추어지게 된 것이다. 요컨대 제일차적 책임체계나 경찰행정법이 추구하는 

개별적 책임귀속체계의 기초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의 인식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촉발하 다. 
제일차적 책임체계의 한계는 리스크에 관해서 개별적ㆍ사후적 책임귀속이 어

려워졌다는 것으로 요약되므로, 그 대응책으로 集團的ㆍ規制的 要素의 導入이 

시도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개연성이론｣, ｢수인한도론｣, ｢시장점유율이론｣56)

은 법원의 적극적 해석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이와 같은 司法的 再解釋․再構
成 노력은 여전히 自由主義的 私法體系57)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엄격책임｣

과 ｢제조물책임｣ 등의 도입은, 위험과 손해에 대해 개별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역할을 한 꽉 짜여진 法條(Rechtsdogmatics 또는 legal categorization)를 立法的

56) 대표적인 사건으로 Sindell v. Abbott Laboratories, 26 Cal. 3d 588, cert. 
denied, 449 U.S. 912(1980); 추천할 만한 관련 문헌으로는, Susan Rose-Ackerman, 
“Market - Share Allocations in Tort Law: Strengths and Weaknesses, 19 J. Legal Stud. 
739(1990); 국내문헌으로는 오용호, “미국의 유독성물질로 인한 불법행위소송에 있어서

의 인과관계와 그 입증”, 인권과 정의 197호, 47(1993).
57) 자유주의적 사법체계라 함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행위의 규칙을 정하고 

개인의 활동을 그 규칙에 따르게 하는 데 그치는 사법체계를 말한다. Ladeur(註 5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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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柔軟化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8) Ladeur가 적절하게 지적하 듯이, 이러

한 시도는 특별한 위험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내었다기보다는 여전히 알 수 없

는 복잡한 기술체계를 立法으로 評價한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59) 탈현대

적 기술체계는 일반인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不透明한 箱子”에 해당하

고,60) 그런 까닭에 리스크책임을 한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

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기존의 法條를 더 이상 유연화시키는 것은 기

존 사법체계의 골격을 허무는 일이 될 것이다.

(4) Ladeur의 주장은 큰 흐름을 포괄적으로 파악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장에 배치되는 실제 사례를 발견해 내는 것은 어렵지 않고, 이러한 사례

는 再反論의 좋은 근거가 된다. David Rosenberg는 미국에서 石綿(asbestos) 관

련 소송을 분석하고 이에 기해 불법행위가 여전히 효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주

장한다.61) 즉, 불법행위법은 석면과 관련된 음모를 성공적으로 폭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를 분쇄하는 역할을 해 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

공하 고, 이로써 一般豫防的 효과를 충분히 거두었다는 것이다.

Robert V. Percival은 근자에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담배 소송을 예로 들면서 

Rosenberg類의 대열에 합류하 다.62) 즉, 私法은 타인에게 향을 주는 행위의 

道德性과 效率性에 관한 社會의 判斷을 법률감정, 법률관념, 사회상규 등의 형

태로 반 하게 되어 있다. 판사는 개별적 사건에 접해 이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을 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판사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일반인의 법감정에 의

지하게 되어 있다― 전문가들의 리스크 평가에 따라다니는 불확실성에도 불

구하고 당해 리스크의 합리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司法判斷은 합리

성에 대한 사후적 평가이지만, 사회가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밝혀냄으로

써 미래의 행동을 향도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효과는 담배소송

에서 법원이 한 역할에서 재차 밝혀졌다고 Percival은 주장하고 있다.63)

58) Ladeur도 같은 취지의 견해를 피력하 다. Id. 5.
59) Id. 6.
60) Id.
61) David Rosenberg, “The Dusting of America: A Story of Asbestos-Carnage, 

Cover-up and Litigation,” 99 Harv. L. Rev. 1693, 1695(1986).
62) Robert V. Percival, “Responding to Environmental Risk: A Pluralistic 

Perspective,” 14 Pace Envtl. L. Rev. 513, 527-28(1997).
63) 일련의 담배소송은 결국 담배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의 합의를 결과했는데, 합의

액수가 자그마치 3680억불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John M. Broder, Cigar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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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담배에 관한 리스크 소송에서 불법행위법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담배에 관련된 리스크에 관해 일반인들의 이해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 대중의 인식

과 이해가 고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그런 경우라면 리스크에 관해서도 私

法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 상반된 두 입장에 대한 평가를 일단 접고, 사법체계 내에서 리

스크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도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짐

으로써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사법 논법 

중에 절대적인 주장에서부터 시작하여 형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하

기로 한다. 사법적으로 시도된 구체적 시도는 리스크를 원천봉쇄하려는 시도, 

즉 권리논법부터 리스크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형량하기 위해서 旣成의 法

條를 微細調整하려는 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權利 論法

(1) 전통적 사법체계와 경찰행정법은 기계론적 인과관계에 입각해 위험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내고 그에 따라 책임을 귀속시키거나 그 인과관계의 

연쇄 고리에 개입한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책임을 귀속시키거나 ―이

것은 과실의 발생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인과관계의 고리를 차단함으로

써 보호받는 “價値體系의 正常狀態”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가치

체계 아래에서 保護를 받을 資格을 權利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보호받을 

권리는 ―민법상 과실의 개념과 경찰법상 위험의 개념을 매개로― 개인의 행

동에 제약을 가하고 이 제약에 반하면 권리의 침해가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귀속되는 것이다. 위험(danger) 개념이 개별화된 권리의 관념을 구체화하 다

는 Ladeur의 주장도 이와 상통하는 설명이다.64) 위험에 대한 권리와 마찬가지

로 리스크에 對한 권리가 성립할까?
우리는 환경주의자들, 특히 환경운동가들로부터 환경권에 관한 다양한 목소

리를 들어왔다.65) 근자에 새만금 간척사업의 반대논리에도 환경권은 큰 비중

Makers in a $368 Billion Accord to Curb Lawsuits and Curtail Marketing, New York 
Times, June 21, 1997, at A1 참조.

64) Ladeur(註 54), 4(“[D]anger ... gave shape to a frame of reference for notions 
of normality and individualized rights an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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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고 있음을 본다. 이들이 주장하는 환경권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첫째, 환경권 주장에 따르는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 

예컨대 실업의 증대와 같은 국민경제에 대한 악 향에도 不拘하고 권리주장을 

할 수 있고, 둘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철학, 정의론, 그리고 헌법이 그러

한 환경권 주장을 정당화한다. 요컨대 이들이 주장하는 환경권은, 우리가 暴行

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같이 絶對的인 性格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절대적 성격의 권리가 리스크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면 그 반사적 효과로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상응한 義務를 부과할 수 있고, 그렇

게 되면 인간은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2) 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에 대해 권리-의무를 요소로 하는 

二進法的 解決策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리라. Christopher Schroeder는 

이 두려운 주제에 관하여 자신의 논문, ｢리스크에 대한 權利｣(이하, 對리스크

權)에서66) 심도깊은 논의를 펼친다. Schroeder는 리스크에 대항할 수 있는 絶

對的 性格의 권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Schroeder는 먼저 권리

를 Kant的 의미의 권리로 정의하면서 어떤 社會的 必要도 이를 뛰어넘을 수 

없는 으뜸패(trump)로서의 권리가 리스크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설명하면 리

스크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는가를 다루었다. 

Schroeder가 對리스크權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게 된 것은 앞서 환경권 주

장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거론된 두 번째의 조건이 리스크에 

관하여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어떠한 反효용주의적ㆍ절대적인 

권리론도 ―Charlse Fried의 絶對的ㆍ定言的 規範論도,67) Richard Epstein의 矯

正的 正義論도,68) John Rawls의 正義論도,69) Ronald Dworkin의 權利重視論

65) 미국 환경단체의 생경한 권리 주장의 예로는, David Doniger, “The Gospel of 
Risk Management: Should We Be Converted?,” 14 Envtl. L. Rep. 10222(1984).

66) Schroeder(註 23), 이하는 Schroeder의 주장을 요약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히 강

조할 필요가 있거나, 필자 개인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외에는 일일이 주석을 달지 않기로 한다.
67) Charlse Fried, Right and Wrong(Harvard, 1978). Fried는 이 책에서 권리를 “어

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정언적 절대(categorical absolutes))”로 정의한다. 위 책 81.
68) Epstein, “Nuisance Law: Corrective Justice and Its Utilitarian Constraints,” 8 J. 

Legal Stud. 49(1979), Epstein의 교정적 정의는 두 가지 전제에서 시작한다. 즉, ① 권

리는 事前에 정의되어야 하고, 이때 타인이 그 권리를 침해함에 있어 가질 수 있는 이

유에 대한 고려와 별개로 정의되어야 하고, ② 타인이 권리를 침해할 때마다 구제책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이 두 가지 전제는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보다 큰 이익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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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0) 권리 주장에 따르는 해로운 結果(consequence)에 대한 고려를 피할 수 

있는,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절대적 권리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Schroeder는 對리스크權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먼저 리스크의 문

제를 정의한다. 앞서 든 [리스크]화학회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의 기

술은 불가피하게 부작용을 수반하는데, 이 부작용은 통계상 일정수의 사람이 

사망하는 것으로 표시된다. 리스크는 바로 이러한 ｢統計的 人間의 死亡｣으로 

요약된다. 통계적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잠

재적으로는 모두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사

망하는 사람이 될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다

른 사람에 대하여 활동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對리스크權이 성립하는가가 문

제인 것이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규범적 惡이고, 따라서 가능하다면 권리침해

는 사전에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법원리라고 볼 수 있다. 

David Rosenberg의 지적대로, “부당하게 간섭받지 아니할 권리와 사후에 보상

받을 권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그 

물질적 손실을 완전히 보상받는 것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다.71) 또한 인간은 자신의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리스크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對

리스크權을 생각해봄직하다.

(3) Schroeder는 우리의 법체계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행위와 그런 예방적 조치가 부적절한 행위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한다. 어떤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은 잘

못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장에 경관이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고 따라서 대개는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손해배상으로 해결한

다는 주장을 배제한다. 위  49-50, 68-69.
69)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Belknap Harvard, 1999), Rawls는 이 책에서 

原初的 地位로부터 구축된 正義의 原理, 즉 自由의 원리와 差別의 원리에 기하여 정의

의 문제를 사회복지의 문제보다 앞에 놓는 사회 구조를 설계한다.
70) Ronald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Harvard, 1977), Dworkin도 모든 사람

에 대한 평등한 보호라는 전제 아래 사회정책적 목표에 기초한 어떤 주장도 분쇄할 수 

있는, 절대적 성격의 권리를 주장한다. 위 책, xi장.
71) David Rosenberg, “The Casual Connection in Mass Exposure Cases: A “Public 

Law” Vision of the Tort System,” 97 Harv. L. Rev. 849, 878(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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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예컨대 다른 사람을 가격하기 위

해 주먹을 쥐는 것을 경관이 옆에서 목격한다면, 그 주먹이 얼굴을 가격하기 

전에 막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규정 속도로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해로운 결과가 일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

각하게 된다.
그러나 리스크를 수반하는 행위의 통계상의 결과를 고려하게 되면, “주먹”

과 “규정 속도내 운전”의 구별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스크를 수반한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해의 개연성이 측정되면, 통

계공식에 따라 그 행위가 일정 수 이상 반복되면 그 위해가 실제로 발생한다

는 것이 사실로 다가오게 된다. 가령 어떤 사람이 확인된 발암물질에 노출되

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반복되든지 아니면 노출되는 인

구의 크기가 증가하든지에 관계없이― 노출 행위 전체는, 統計的으로 볼 때,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 실제로 분명해진다. 개개의 分節的 行爲들을 

하나의 行爲群으로 일반화하게 되면, 규정 속도내 운전이란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이 범주의 행위를 전체로서 고려하면 주먹과 

마찬가지로 위해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리스크에 

수반하는 행위는 이를 전체로서 고려해야만 위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해지지만, 
어쨌거나 그 행위 중에 어느 하나는 실제로 위해로 결과하고, 그 예상된 위해

가 충분히 크다면 왜 실제로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느냐하는 생

각이 드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모든 평범한 행위

도 타인에게 일정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권원이 되는 권리를 리스크에 대해서

도 적용하려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취해지는 거의 모든 행위 또한 금지할 수 

있다는 불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귀착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상이 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생기는 結果를 고려하지 않

을 수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절대적 성격의 對

리스크權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對리스크權의 가능성에 대해 Schroeder가 내린 부정적 판단은, 결국은 결과

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結果主義(consequentialism)에 근거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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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효용주의에 입각해 효용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분석한다면 쉽게, 그렇지 

않고 전통적인 권리론에 입각한다 하더라도, 결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對리스크權은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Schroeder는 자신의 논증에 덧붙여 당대의 이론가들이 제시한 권리 이론

에 기초한 對리스크權 주장이 가능한가를 탐색한다. Schroeder는 자세한 비판

을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주장을 요약한다.

Fried는, 정언적 규범에 대한 자신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결과를 

고려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고, Dworkin의 방법론은 문제를 의회에 ―공리주의

적 계산이 사안을 결정할 가능성이 충분한 의회에 위임한다. 사회적 의사결정

을 이상적 제약조건 속에서 내려진 합리적 개인의 이기적 선택으로 환원하려는 

Rawls의 시도는 문제를 불확정상태로 방치한다. 그가 구상하는 이상적 사회에

서 입법자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제한된 정보와 조건 속에서 운 되지

만, 다른 한편 그 자신의 논증 구조는 해로운 결과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

기 때문이다. Epstein의 엄격책임론은, [위해가 발생한 후 회고적인 손해배상책

임에 치중한 까닭에] 리스크 가해자가 보상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외에는, 리스크 예방에 관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72)

(5) Schroeder의 주장은 권리뿐만 아니라 “利益도 重視하여야 한다”(“Giving 

Good Weight”)73)는 것으로 요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利益重視論에 반대하는 

문헌은 수없이 많지만, Schroeder의 對리스크權 주장을 직접 평가ㆍ비판한 문

헌은 이를 찾지 못하 다. 다만, Ladeur가 개별화된 권리가 위험에 대하여 갖

고 있던 “指示的 機能”(indicator function)은 리스크에 와서는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전부이다.74)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비용편익분석에 

기하여 일정한 인명이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공리주

의적 입장에 대해서는 규범적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 아

니라 여전히 권리논법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견해가 Lisa 

72) Schroeder(註 23), 553.
73) Id. 552, 이것은 Schroeder가 같은 제목의 문헌 ― 즉, John McPhee, Giving 

Good Weight(1979)의 제목을 차용한 것이다.
74) Ladeur, (註 54) 5, Ladeur도 Schroeder를 평가한 것은 아니고 일반론을 펼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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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nzerling의 “統計的 人間의 權利”(“The Rights of Statistical People”)이다.75)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의 균형상 자제하고 독자의 몫으로 남긴다.

(6) Schroeder는 절대적 권리로서의 권리 개념으로 리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권리라고 할 때에는 

Schroeder가 생각하는 “으뜸패”(trump)로서의 권리, 즉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절대적 권리인 경우에도 

그 권리의 효과로 상대방의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제압하는 財産權 原理

(property rule)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경우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한

다.76) 권리들은 상충하게 마련이고 그 와중에서 상충하는 권리들을 조율하여 

화해시키는 합리적인 방안을 법해석을 통해 모색하는 것이 법학의 사명이라고 

본다면, Schroeder는 말하자면 반쪽 자리의 주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과연 어떤 국면에서 對리스크權을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 하에서 對리스크權이 후퇴하는지, 그 경우 논리구성을 어떻게 하여

야 하는지, 그리하여 권리로서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는 합리적 해석방안을 찾

아야 할 것이다.

Schroeder의 주장을 善解하면, 그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資格(entitlement)과 

보호의 방법, 즉 救濟策(remedy) 중 전자에 관해서만 논한 것이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77) 주지하듯이 재산권 원리는 당사자 사이에서 一刀兩斷的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어서 Schroeder 주장의 핵심인 “結果”를 반 하기가 용이치 않

다. 반면 責任 原理(liability rule)는 상대적으로 볼 때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반 사정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冒頭의 예에서 對리스

크權에 기해 [리스크]공장의 가동을 중지할 것을 구하는 유지청구소송이 제기

되었다면, 리스크에 대한 보호 對 행동의 자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해결책보다는, [리스크]공장의 가동을 허용하면서 대신

에 인근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것이다. 다음

절부터는 리스크에 대한 구제책에 치중해서 리스크에 대처하는 방안을 살펴보

75) Lisa Heinzerling, “The Rights of Statistical People,” 24 Harv. Envtl. L. Rev. 
189(2000).

76) 재산권 원리와 책임 원리에 관한 문헌으로는 Calabresi &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85 Harv. L. 
Rev. 1089(1972).

77) 근거로는 Schroeder(註 23), 530-534.



2002. 12.] 리스크 法 55

기로 한다.

3. 危險責任體系

(1) 위험책임체계의 필요성과 근거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다. 

여기서는 무과실책임의 확대를 주장한 Guido Calabresi와 John T. Hirschoff의 

법경제학적 설명을 간략히 소개하는 데 그친다.78) 安全과 관련된 불법행위 소

송에서 항상 문제되는 것은 바로 情報의 不在이다. 당시 상황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

요된다. 이러한 비용은 사회 후생과는 관계가 없는 비용이므로 작으면 작을수

록 좋다. 따라서 결정권자(예컨대 법원)가 결정(판결)함에 있어 특별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당사자에게 책임

을 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과실책임의 원칙을 고수하면 누구에게 과실

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과실판단에 필요한 정보에 가장 근접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

과하면 사회적으로 무용한 정보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Calabresi와 Hirschoff의 주장을 리스크에 적용해보면 불확실한 리스크가 따

르는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미래에 

생길 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不確實性 자체를 減少시킬 수 있는 당사자에게 지워야 한다는 결

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문제의 기술을 발명․발전시킨 기업이나, 

이를 이용하는 기업이 이와 같은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위치

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환언하면 이러한 기업이 最小費用回避者(least cost 

avoider)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에게 과실과 상관없이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적절하게 된다. 더불어 위험책임의 원칙을 채용하면 입증부담을 경감할 수 있

게 되고, 그럼으로써 최소비용회피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리스크 창출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면하게 함으로써 리스크 창출자에게 보조금을 

78) Guido Calabresi & John T. Hirschoff, “Toward a Test for Strict Liability in 
Tort,” 81 Yale L.J. 1055, 1063(1972), 또한 Guido Calabresi, The Cost of Accidents 
(Yale Univ. Press,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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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 이렇게 되면 리스크 피해자의 주머니를 털어 리

스크 창출자의 배를 채우는 것과 같은 富의 再分配效果가 생긴다. 사실 과거

의 불법행위법을 보면 피고의 행위가 사후적 비용편익분석 아래에서 합리적이

라고 판단되면 원고에게 주어진 피해는 원고가 스스로 짊어져야 할 몫으로 보

게 되는데 이때 합리성 판단의 기준은 바로 過失의 有無 다.79) 과실책임에서 

위험책임으로 이행하는 것은 사회 발전에 따른 비용을 이제는 더 이상 일반 

국민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위험책임으로의 이행은 리스크가 따르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따른 社

會的 費用을 시장이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리스크가 따르는 제품의 소비를 사

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Christopher Schroeder는 앞서 본 “리스크에 대한 권리”를 탈고한 후 또 

다른 측면에서 리스크에 대한 사법적 대응책을 연구해 “矯正的 正義와 增加된 

리스크에 대한 責任”이란 논문을 발표한다.80) 추측컨대, 권리논법으로 리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Schroeder는 집단적인 위험부담이나 공

법적 해결책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사법상의 대원리

인 교정적 정의에 기해 리스크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자 했던 것 같다.

리스크에 대한 不法行爲 體系의 構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可能

性을 상정할 수 있다.

① 피고(Defendant; “D”)가 위해(Harm; “H”)를 야기하고 이에 대해 원고

(Plaintiff; “P”)가 위해(H)에 대해 배상받는 체계: DH+PH

② 피고(D)가 리스크(Risk; “R”)를 야기하고 이에 대해 원고(P)가 위해(H)에 

대해 배상받는 체계: DR+PH

③ 피고(D)가 리스크(R)를 야기하고 이에 대해 원고(P)가 리스크(R)에 대해 

배상받는 체계: DR+PR

④ 피고(D)가 위해(H)를 야기하고 이에 대해 원고(P)가 리스크(R)에 대해 

배상받는 체계: DH+PR

79) 이와 같은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Learned Hand 판사의 공식이다. Hand 판
사는 사고의 방지비용이 사고의 기대손실(사고확률 × 사고비용)보다 작은데도 그 사고

방지노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실이 성립하고, 반대로 사고의 방지비용이 사고의 

기대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사고방지 노력을 하지 아니해도 과실이 되지 않는다고 하

다. 자세한 것은 박세일, 법경제학(박 사), 290 이하(2000).
80) Christopher H. Schroeder, “Corrective Justice and Liability for Increasing 

Risks,” 37 UCLA L. Rev. 439(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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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roeder의 논문은, 기존의 법체계인 ①방식(DH+PH) 대신, “不法的인 리스

크”를 창출한 피고는 그 리스크가 실제 피해를 결과하 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리스크를 창출한 바로 그 행위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②방식(DR+PH)을 채택

할 것과, 이러한 주장이 지지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려 한 것이다. ②방식

(DR+PH)은 일반 불법행위이론에서 因果關係의 요소를 除去한 것, 다시 말하면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그 행위가 피해자의 피해를 惹起하여야만 한다는 

기존 관념에 반기를 들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행위자의 행위 자체

가 비난받아야 한다면 인과관계에 무관하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3) 불법행위법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기초는 크게 法經濟學81)과 矯正的 正

義論82)에 의해 제공된다고 본다. 불법행위법의 세세한 이론들은 모두 사회후

생의 극대화라는 목적에 봉사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자의 입장인 반면, 후자는 수단적 측면에서 불법행위이론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當爲的 側面에서 불법행위법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어야만 하

는 이유를 도덕적 책임규범에 기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Schroeder가 전자의 입

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Schroeder의 방

안, 즉 ②방식(DR+PH)은 리스크 문제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 해결하

여야 할 문제인 리스크 문제를 보다 效果的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

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에 관한 엄격한 입장을 완화할 필요

가 있다는 이제까지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수단적 측면에서 논의된 것이

다.83)

그러나, Schroeder의 방안이 교정적 정의론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는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제껏 교정적 정의론은 인과관계에 관하여 

법경제학에 비해 보다 설득력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인과관계를 빼버린 책임체계를 지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

81) 이에 관한 문헌으로는 W. Landes & R. Posner, The Economics Structure of 
Tort Law(1987); S. Shavell, Economic Analysis of Accident Law(1987), 리스크 배상에 
관한 문헌으로는 Glen Robinson, “Probabilistic Causation and Compensation for 
Tortious Risk,” 14 J. Legal Stud. 779(1985).

82) 대표적으로 Epstein(註 68).
83) 예컨대 Landes & Posner, “Tort Law as a Regulatory Regime for Catastrophic 

Personal Injuries,” 13 J. Legal Stud. 417, 425-31(1984); Delgado, “Beyond Sindell: 
Relaxation of Cause-In-Fact Rules for Indeterminate Plaintiffs,” 70 Calif. L. Rev. 881, 
889, 902(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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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84) Schroeder는 바로 이 부분, 즉 교정적 정의론에 의해서도 ②방식

(DR+PH)이 지지된다는 점을 밝히려고 한 것이다.

Schroeder는 먼저 교정적 정의에 대해 정의하는데, 그에 따르면 교정적 정의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된다고 한다. (i) 개인의 배상책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도덕규범과 일관되게 평가되어야 

하고(行爲責任), (ii) 피해자에게는 완전 배상을 해주어야 하고(正當補償), (iii) 
(ii)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재원은 반드시 (i)에 의해 책임질 사람이 제공한 

배상액만으로 충당되어야 한다(補償財源의 內部調達). Schroeder는 이상의 세 

요소를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세 가지 요소에 의할 때 교정적 

정의를 배분적 정의와 구별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특히 (i)요소는 배상책임이 

도덕적 책임규범에 의해 실체적으로 평가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행위를 선택할 때에 이용할 수 없었던 정보를 기초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규범은 개인의 선택을 事後的

(ex post)으로가 아니라 事前的(ex ante)으로 평가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i)

요소는 결과에 기해서가 아니라 행위에 기해서 배상책임을 정하도록 하고 있

으므로 이 측면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Schroeder의 교정적 정의관에 기초하면, 행위와 위해를 이어주는 인과관계는 

이론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소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

달하게 된다.85) 왜냐하면, Schroeder의 교정적 정의관은 실제로 위해가 현실화 

되었는지 여부에 무관하게 리스크를 창출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 사전적으로(ex 

ante) 책임을 지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의 예에서 [리스크]화학회사는 자신

이 창출한 리스크에 대하여 그것이 실제로 인근 주민의 위해를 야기했는지에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제한 

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상을 70킬로미터로 달린 사람은 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10킬로미터 초과함으로써 창출한 리스크에 대하여 책임을 져

야 한다.

Schroeder가 제시한 ②방식(DR+PH) 하에서는 이와 같이 리스크를 창출한 

피고는 자신이 창출한 리스크에 상응한 정도의 “리스크 創出料”(“risk 

premium”)를 지불하여야 하고, 이것은 리스크 공동자금(risk pool)에 들어간다. 

84) Schroeder(註 80), 443-44.
85) Id. 4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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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고는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지는 못하고, 실제

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배상을 받는다.

(4) Schroeder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가능하다. Kenneth W. Simons

가 지적하듯이 논리의 일관성에 치중한다면, ②방식(DR+PH)보다는 ③방식

(DR+PR)을 택하여야 할 것이고,86) 근본적으로 Schroeder는 특유의 교정적 정

의관에 입각해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비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87)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Schroeder의 연구는 리스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고 본다. 즉, 위험책임체계가 선택할 수 있는 여

러 방식 중의 하나라는 점, 이것이 공리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는 물론 도덕규범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성공했

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Schroeder가 주장하는 위험책임체계

가 일반화될 수 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떤 법명제가 일반적 법원

리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순수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복

된 경험에 의해 그것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거리낌이 없어야 하기 때문

이다. 위험책임체계를 일반화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리라 본다.88) 이와 같이 

②방식(DR+PH)의 한계가 확인된 마당에서 ①방식(DH+PH) 내에서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가 된다. 다음 節에서는 이 같은 노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4. 比例責任體系와 精神的 損害賠償體系

(1) 리스크에 대하여 권리논법에 기한 원천봉쇄가 불가능하고, 위험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일정한 역에 그친다면, 결국 리스크가 과소하게 억제되고 있

다는 것이 된다. 過小抑制는 리스크로 인한 고통과 손해를 피해자에게 감수하

도록 강요하는 것이고, 이것은 “不確實性 費用”89)을 피해자에게 지움으로써 

86) Kenneth W. Simons, “Corrective Justice and Liability for Risk-Creation: A 
Comment,” 38 UCLA L. Rev. 113, 122-25(1990). ③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로는 ③

방식을 택할 때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87) Id. 125-29. Kenneth W. Simons는 다양한 교정적 정의관을 소개하고 있다.
88) 이제까지는 위험책임체계의 일반화를 주장하기보다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

우에 한해서 리스크에 대한 구제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을 뿐이다. 예컨대 

앞의 註 81에 인용된 문헌들과 Rosenberg(註 71).
89) Michelman, “Pollution as a Tort: A Non-Accidental Perspective on Calabresi's 

Costs,” 80 Yale L.J. 647, 684(1971)(book review). Michelman에 따르면 불확실성비용

은 그 불확실성을 경감하는 데 소요되는 특별한 비용을 의미한다. 즉, 불확실성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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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최적 상태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결국 자원배분이 비효율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리스크로 인한 비용을 리스

크창출자에게로 內部化하여야 한다.90)

(2) 리스크 대응책을 ①방식(DH+PH) 안에서 모색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

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DH의 측면에서 발전한 비례책임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PH의 측면에서의 정신적 손해배상체계이다. DH의 측면은 가해자인 피

고(Defendant)가 여러 명이고 이들 사이에서 누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불분명

한 경우이다. 화학물질은 여러 가지가 결합하면 相乘效果(synergistic effect)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화학물질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더라도 누구의 

굴뚝에서 나온 화학물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누

구를 책임자로 볼 것인가가 바로 DH의 측면에서 생기는 문제이고,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자신의 행위에 비례해 책임을 진다는 비례책임

체계이다. 구체적으로 책임을 정하는 방안으로는 보통 市場占有率을 리스크 

창출에 대한 기여도의 프록시라고 간주해 점유율에 비례해 정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91)

Glen Robinson은 비례책임론을 리스크 맥락에 맞추어 진화시켰는데, 리스크

가 顯在化한 후 실제로 나타난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대신 리스크에 노출된 

시점에서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안분비례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그 결과는 

방식③(DR+DR)에 가깝다. 그의 설명을 직접 들어본다.

문제의 리스크가 실제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돌릴 수 있는 바로 

그 리스크라고 가정한다면, 그 리스크를 확인해내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

는 시점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피해자에게 리스크의 

現在 價格를 지급함으로써 사건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액수는 

미래에 생길 손실의 현재 가격과 그 발생개연성을 곱한 것과 같다.92)

비례책임론에 대해서도 비판은 만만치 않다. 먼저 비례책임론은 결국 실제

로 리스크가 현재화해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過小賠償하는 것이고, 괜찮

를 이루는 무지를 극복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90) Bohrer(註 29), 121.
91) 시장점유율이론에 관한 문헌으로는 註 56에 인용한 문헌 참조.
92) Robinson(註 81),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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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에게는 過大賠償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비례책임론은 불법행위의 

이론적 기초인 교정적 정의를 도외시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를 전면적으로 받

아들이면 법원행정상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의 홍수”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요컨대 행정적으로 실행가능한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93)

(3) Robert A. Bohrer는 기존의 법해석에 큰 칼을 대지 않고 리스크 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精神的 損害賠償을 제시한다.94) 이것은 ①방식(DH+PH) 
내에서의 해결책 모색 중 PH의 측면에 치중한 논의이다. 즉, 원고는 여러 가

지 측면에서 피해를 입는데, 다른 손해에 대해서는 리스크창출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더라도 적어도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자 개인의 

不安한 狀態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Bohrer는 안정

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품의 사용자, 쓰레기 처리장의 인근주민,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慰藉料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Bohrer의 주장은 美법원의 판례이론의 발전사95)를 보면 무시할 수 없

는 가능성으로 느껴진다. “精神的 苦痛”(“emotional distress”)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폭행을 시작으로 “과도하고 난폭한”(“extreme and outrageous”) 故意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副次的으로 ―즉, 물질적 손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부수하여 인용되기 시작하 다. 이러한 태도가 過

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확대된 것은 “近似的 衝突事故”(“near-miss”), 즉 간

발의 차이로 사고가 날 뻔한 경우 다. 이 경우에도 처음에는 근사적 충돌사

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외부적으로 나타난 경우, 즉 流産이나 경련 등 身體

的 損傷으로 나타나서 충격을 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 다. 이러한 “衝

擊理論”(“impact rule”)은 얼마 지나지 않아 “危害領域論”(“zone of danger 

rule”)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충격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원고의 정신적 고

통이 피고의 과실행위로 인해 야기된 물리적 위험의 역 안에 원고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면 족하 다. 이러한 미대법원의 태도는 점차 확

93) 이와 같은 비판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관해서는 Andrew R. Klein, “A Model 
for Enhanced Risk Recovery in Tort,” 56 Wash. & Lee L. Rev. 1173(1999).

94) Bohrer(註 29). 특히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체계조화적 해석이라

는 점은 Id. 125. 이하의 설명은 Bohrer(註 26)에 의존하 다.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

지 않는 한 일일이 주석을 달지 않기로 한다.
95) Id. 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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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어 위해 역 밖에 있는 “目擊者”(“by-stander”)에 대해서도, 肉體的 症候를 

수반하지 않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인정되게 된다.

정신적 손해배상체계에 대해서는 첫째, 정신적 고통을 가장하는 欺瞞的 不

眞正 請求와의 구별이 어렵고, 둘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책임의 인정이 無

限責任으로 이어져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다. 기만적 청구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검토하면 청구의 기만성 여

부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반론으로, 무한책임에 대해서는 보

험 기타의 위험분산책의 이용가능성 내지는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신체적 손해

배상액에 비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점 등을 반론으로 주장한다. 미국의 

철도사업자 등은 앞서 판례의 발전 방향에 즉응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해 지

출해야 할 비용을 일찍이 내부화하 다고 한다.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어떻

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구성하는 두 인자 즉, 개연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미국의 Love Canal 사건 등을 상기하면 실제로 리스크가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96) 원고가 실제로 리스크 정도가 중함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Bohrer는 수인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지 여부에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면 일응 원고는 입증책임을 다 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

고, 피고가 이와 같은 일응의 증명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인할 수 없는 

위해가 생길지 여부에 관련한 불확실성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임을 입증함으

로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법원은 원고의 

고통이 피고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敏感性”(“sensitivity”)에 기

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고 한다.
(4) 리스크 문제는 인과관계가 확정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인과관계

가 확정되더라도 원ㆍ피고 양측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책임과 자격을 적절

히 분배하여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리스크 문제는 책임과 피해 확정의 어려

움을 갖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비례책임체계와 정신적 배상체계는 이와 같

96)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에서는 실제로 많은 임산부들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졸고, “An Overview of Korean Environmental Law,” 29 Envtl. L. 
501(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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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제에 대응하여 실용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일종의 타협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원ㆍ피

고 어느 쪽에도 가혹한 결과가 되는 완전 기각과 완전 인용의 절충점을 찾으

려 한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 시도가, 수미일관하는 이론적 强美를 상실하는 

대가를 치루었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점은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절충, 타협이란 평가 뒤에는 떨치기 힘든 의문이 하나 생긴다. 절충

을 하려면 왜 특정기업과 특정 피해자 사이에 하는가? 리스크가 누구의 잘잘

못이 아니고 사회가 치루어야 할 불가피한 비용이라면 어째서 소송의 당사자

로 잡힌 사람들만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가? 잠재적인 가해자인 전체 기업과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 전체 사이에서 절충을 시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같은 의문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5. 集團責任體系

사법은, 공법과 달리, 回顧的으로 문제에 접근한다. 위해에 대한 주된 사법

적 대응도 위해를 방지한다기보다는 위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사법적 대응은 인과관계가 불확실

한 리스크에 대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해 집단책임체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사실 엄격책임론이나 

위험책임론도 집단책임체계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과실을 전제로 한 개별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논의에서도 집단적 요소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로 미국의 종합환경조치, 보상, 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Liability Act; CERCLA)97)과 독일의 환경책임법

97) 이 법은 오염된 토지와 어떠한 형태의 관련을 맺고 있거나 맺었던 거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오염된 토지의 정화의무를 부과한다. 이 법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문헌

으로는 Roger W. Findley & Daniel A. Farber, Environmental Law in a Nutshell, 
222-245(West, 1996) 참조. 보다 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Jeffrey Miller & Graig 
Johnston, The Law of Hazardous Waste Disposal and Remediation(West, 1996); Peter 
S. Menell & Richard B. Stewart,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612-722(Litte, Brown 
& Company, 1994); Gerald W. Boston & M. Stuart Madden, Law of Environmental 
and Toxic Torts, 475-526(West, 1994); Zygmunt Plater, Robert Abrams, William 
Goldfarb & Robert Graham,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Nature, Law, and Society, 
805-866(2d ed., West, 1998); John Bonine & Thomas McGarity, The La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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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 über die Umwelthaftung)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본격적인 집단책임체계는 기금모델, 즉 環境責任基金을 조성해 리스크

로부터 환경손해를 입은 사람이 이 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환경책임기금의 조성을 내용으로 하

는 Hamburg 모델이라는 Land 입법안이 실제로 제안되었는데,98) 그 골자는 다

음과 같다. 환경책임기금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i) 피해(Einwirkungen)의 원인을 

생태적 악화로 귀속시킬 수 있거나, ii) 피해자가 원인제공자를 확인할 수 없

거나, 과학 지식의 현재 수준으로는 청구의 기초가 되는 당해 물질이나 공정

의 유해적 효과를 입증할 수 없어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야 한

다. 이러한 입법안이 복수의 원인제공자 사이의 책임귀속문제와 새로운 기술 

및 화학물질에 관련된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집단책임체계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Ladeur가 적절히 지적하

듯이, 기존의 개별책임체계와 새로운 집단책임체계를 調律하여야 하는 어려움

이 있을 뿐만 아니라99) 개별책임체계의 한계로 지적된 문제점도 해결되지 않

은 채 그대로 나타난다.100) Hamburg 모델은 기금으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입

증의 기준으로 “顯著한 蓋然性”(predominant probability)을 제안하면서 그 기준

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科學 知識의 現在 水準”(state of scientific knowledge)

에 따라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예컨대 유전자 조작 콩이 유해한지 여부가 소

송의 전제가 되었다면, 법원은 여기에 관해 어떤 결론을 내릴 만한 전문식견

은 물론 최소한의 경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전문가의 의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전문가 사이의 의견에 차이가 있으면 어떤 의견을 채택하여야 

하는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전문가의 명성에 의존하여

Environmental Protection, 907-1028(West, 1992) 참조.
98) Bundesrat-Drucksachen [The Proposal of the Land Hamburg], No. 127/90. 

Ladeur(註 54), 1에서 재인용. 이하, Hamburg 모델에 관한 설명은 Ladeur에 의존하 음

을 밝히고, 개별적 주석을 생략하기로 한다.
99) 피해자는 실제로 어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소송과 기금 보상 소송 사이의 선택에 관해 고민하여야 하고, 일반 소송에서 입증에 실

패하면 이것은 암암리에 후에 제기될 기금 보상 소송에 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다
른 한편 집단책임체계 하에서 모든 산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기금 쪽에서

는 피해자의 권리 주장과 맞설 동기가 부족하게 된다. 자세한 것은 Ladeur(註 54) 
10-11 참조.

100) Id. 11-14.



2002. 12.] 리스크 法 65

야 하는가? 보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비교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기초가 마

련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결여된 상태가 아닐까? 더 나아가 私法체계가 불확실

한 자연과학적 가설에 의지해 리스크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바

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집단책임체계에서도 개별책임체계의 한계가 그대로 

남게 된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인해 집단책임체계는, 개개인에 착목하여 그들의 권리와 책

임의 형식을 정하고 이에 의해 체계를 운 해 나아가려는 사법체계의 틀 안에

서 개별책임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지만, 이해관계인 중 어느 누구

로부터도 환 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즉 기업은 기업대로 출연

하여야 하는 재원마련에 고심하게 되고,101)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입증이 어렵

기는 마찬가지라고 불평하며, 법원은 법원대로 제2차적 판단, 즉 전문가의 판

단에 의존하게 되므로 판결이 가지는 規則確立 기능이나 豫防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사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또 다른 문제

를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사법체계 이외의 역에서 해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리스크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 즉 가해자도 없고, 피해

자도 없으며, 혜택만을 보는 사람도 피해만을 보는 사람도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문제라면 공법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사실 집단책임체계도 집단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기금을 전제로 하는 만큼 공법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관점

에 따라서는 사법모델에서 공법모델로 이행하게 하는 架橋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6. 小結: 公法의 必要性

(1) 이상에서 사법체계 내에서의 리스크 대응책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외에

101) Hamburg 모델은 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보상금이 매년 500억 마르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Id. 14. 기업의 입장에서는 리스크 문제가 특정 기업군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볼 것이고, 이에 기해 환경세 등을 통하여 사회보험 내지는 복지보험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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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컨대 時效期間의 開始에 대한 새로운 해석102)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

두가 공통적으로 리스크 대응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David Rosenberg는 새로운 해석론이 사법의 실체면에서 논의되고 있음에 주목

하면서, 이러한 시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법의 실체면만을 보아서는 안 되

고 그와 동시에 節次面에서의 노력도 함께 경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03) 그 

예로 비례책임체계를 들면서, 이것이 입증책임의 완화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를 푸는 데 큰 몫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이 종래의 소송절차, 즉 당사자 사이에 

펼쳐지는 공방의 우열에 따라 事件別로 개별 판결을 내려 처리하는 전통적 방

식 ―그 자신이 “私法過程”(“private law process”)이라 칭한―을 고수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사법체계가 가지는 抑制와 補償의 

기능을 생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訴訟節次의 改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Rosenberg는 그 구체적 방안으로 ｢集團訴訟｣을 도입하여 訴訟形式을 柔軟化하

고, “一律賠償”(“Damage Scheduling”) 판결104) 및 “基金造成 判決”(“Insurance 

Fund Judgements”)105)을 도입하여 判決形式을 多樣化할 것을 주장한다. 

Rosenberg 주장의 요체는 당사자 변론 중심의 개별적 절차 대신, 법원이 사건

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職權主義的, 集團的 節次의 도입, 

Rosenberg의 표현을 빌리면 “公法過程”(“public law process”)으로의 轉換이다.

102) 대표적 판결만 소개하면 Wilson v. John-Manville Sales Corp., 684 F.2d 111, 
112(D.C. Cir. 1982)(asbestos에 노출되어 생긴 병이 명백하게 나타날 때 비로소 시효가 

진행); Martinez-ferre v. Richardson-Merrill, 105 Cal. App. 3d 316, 324, 164 Cal. Rptr. 
591, 595(1980)(불확실성을 본성적 요소로 하는 20세기의 기술로 인한 사적 분쟁에 그

것과 전혀 다른 사회적 배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효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

제가 있음을 지적).
103) David Rosenberg(註 71), 905-924.
104) Damage Scheduling 판결은 원고에 대한 배상액을 결정할 때, 원고 개인의 특

성에 기하지 않고, 원고가 속한 집단의 특성에 기해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법에

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 一律請求와 같은 개념으로,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보상액수가 너

무 적어 소송을 포기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입증에 따른 비용을 덜어주고 소송제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Id. 916-19 참조.
105) 리스크 피해는 잠복기가 길어 피해자를 조기에 확정할 수 없고 나중에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시효가 경과했다든지 가해회사가 도산했다든지 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고 그 결과 리스크 억제 효과도 떨어진다. 기금조성판

결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한 판결형식이다. 예컨대 낙동강 페놀사건과 수많은 사람이 

리스크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직후에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가해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금조성판결로써 가해회사로 하여금 기금을 조성하여 노출된 다중에 

대한 보험을 떠맡을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Id. 919-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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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ott의 통찰대로 사법과정과 공법과정의 본질적 차이는, 紛爭解決에 치

중하느냐 아니면 行爲啓導에 치중하느냐이다.106) 논의가 여기에 미치면 國家組

織 全體의 관점에서 과연 法院의 役割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

제도 고려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Rosenberg의 지적대로 공법과정의 장처에

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기관으로서의 한계 ―리

스크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의 부족 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107) 또한 법원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주어진 문법에 따라 가

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訴訟의 場에서 국민을 향도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

는 의문이 든다. 주지하듯이 판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으며 국민에 대

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법원은 民主的 正當性을 결여하고 있다. 법

원이 공법과정을 택하지 않는 것은 ―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로 

하여금 리스크를 다룰 수 있는 행정적 해법을 설계해 입법하라는 메시지일 수

도 있으리라.108)

(3) 공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는 歷史的 分析이다. Larry D. 

Silver는 환경리스크에 관해 발전한 미국 보통법의 발전사를 분석하고 이를 토

대로 공법적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한다.109) 그는 시기를 삼분하여 17세기부터 

산업혁명 이전, 19세기, 1970 이전까지의 20세기에 선고된 생활방해 및 유지

청구의 성립 요건, 그리고 심리적 공포의 청구원인 가능성에 관한 미의 판

례를 분석하고, 이 시대를 관통하는 미 법원의 태도는 불확실한 리스크를 

무시하는 “不介入”政策(policy of “noninterference”)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

은 태도는 당시의 사회적 가치의 선택, 즉 발전을 지향하는 기업가적 시대정

신을 그대로 반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며, 그 이면에는 막연한 기

술낙관주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리스크에 대해 무방비적인 私法原則들

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사회의 분위기는 환경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70

106) Scott, “Two Models of the Civil Process,” 27 Stan. L. Rev. 937(1975).
107) Rosenberg(註 71), 926. 관련 문헌으로는, Yellin, “High Technology and the 

Courts: Nuclear Power and the Need for Institutional Reform,” 94 Harv. L. Rev.(1981).
108) Rosenberg(註 71), 926. Rosenberg는 정치적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리스크에 대응하는 포괄적 입법의 가능성을 부인한다. 공법이 있는 경우에도 불

법행위법은 공법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위 같은 면.
109) Silver(註 20), 61-62, 96-99. 이하의 설명은 Silver에 의존하 음을 밝히고, 개

별적 주석을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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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 일신되었으나, 법원의 태도가 이를 좇아가기에는 스스로 만들어낸 족

쇄, 즉 엄격한 판례이론이 너무나 큰 부담이었고 그 결과 현재와 같이 리스크

에 대해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연과학적 불확실

성 속에서 진화하는 사회적 가치를 기존의 문법으로 표현하는 지난한 작업이

기 때문에, 리스크에 관한 한 법원은 결국 “直感”(“hunch”)에 의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혹평한다. 따라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리고 사회의 가치가 바

뀔수록 법원의 직감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수밖에 없게 된다고 결론짓는다.

Silver의 주장이 한쪽으로 치우친 점이 없지 아니할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도 社會의 潮流에 무감할 수 없는, 사회의 의사결정기제 중 하

나라는 평범한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의사결정의 대상 자체가 확정되지 않고 

과학적 발견과 함께 비정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면, 굳이 권리ㆍ의무의 이

진법에 의한 해결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더욱이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의 

향이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닐진대, “集團的 正義”(“collective justice”)를 찾

으려면 불법행위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110)

(4) 공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마지막 근거는 공법모델이 사법모델과 달

리 學習能力이 있다는 사실이다. 사법체계는 一回的ㆍ一刀兩斷的 判決로 사건

을 종결하는 까닭에 스스로를 矯正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지만, 공법적 결정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實踐을 통한 學習을 할 수 있다. 현재를 사는 우리들

이 리스크가 따르는 문명과 절연해서 살기로 작정하지 않은 마당에야 리스크

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 되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리스크에 대

한 사회의 耐性은 강화되어야 한다. 어찌 보면 Ladeur의 지적대로 현시대인은 

“기술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 아래 리스크

를 감수하는”111)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법체계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위험한 결정을 하는 바에야 그에 따른 지식이 축적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eubner의 反省法(reflexive law) 

등이 이와 같은 필요성에 즉응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논의는 

독자의 몫으로 남긴다.

110) 반론으로는 Glen O. Robinson & Kenneth S. Abraham, “Collective Justice in 
Tort Law,” 78 Va. L. Rev. 1481(1992).

111) Ladeur(註 5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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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公法 모델

1. 序說

(1) 公法過程의 意義

전장에서는 사법 모델의 다양한 시도와 그 한계를 보았거니와, 이와 같은 

사법 모델의 한계는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市場의 限界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政府 規制는 市場 失敗에 대한 

처방이라는 차원에서 그 正當性을 확보하고, 그러한 정당성의 요체는 시장에 

맡길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政治過程｣을 통한다는 

데 있다. 정치과정은 개개인의 분절적 행위가 균형(equilibrium)을 이룰 수 없

는 역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개개인의 선호와 가치를 

수렴하는 共同決定(collective decision)을 하고 그에 따라 정해진 행위준칙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과정도 때때로 실패한다. 국민이 항상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

은 아니다. (合理性의 문제) 또한 현대 국가는 直接民主主義를 불가능하게 할 

만큼 많은 구성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아 이들이 국민의 선호와 

가치를 대변하도록 하는 代議制를 채택하는데, 이들 대표가 국민의 뜻을 제대

로 반 하지 못할 때도 있다. (國民에 대한 自己說明性의 문제) 공법과정은 이

와 같은 정치과정을 法化하여, 대표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보다 확고히 하

고, 정책의 내용을 보다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2) 問題의 所在

정치과정의 합리성과 국민에 대한 자기설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이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방향에서 시도되고 이를 분류하는 방안도 다양하다. 

예컨대 결정의 내용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實體的 接近과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를 확실히 하는 節次的 接近도 있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지만,112) 이에 관한 소개는 이 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

112) 예컨대 Lindsay Farmer와 Gunther Teubner는, 환경문제에 관한 한 시장은 해

결능력을 상실하 고 마찬가지로 환경입법도 기업 활동을 옥죄며 허황된 목표를 좇아 

결국 사회후생을 희생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음을 적시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최적화 방안(optimization strategy)인데, 이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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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독자의 몫으로 남기기로 하고, 여기서는 현행법의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리스크를 포함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공법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상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包括的 合理性(comprehensive rationality)

을 기치로 문제 전체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안인데, 指導原理 내지는 大原則을 

천명함으로써 실천적 효력이 있는 세부규칙이 이 원리ㆍ원칙에 의하여 조종되

도록 하는 것이다. 원리ㆍ원칙과 체계적으로 정합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체계

정합성이 하위 규칙을 제어하는 주요한 개념도구가 된다. 환경문제에 대처하

기 위해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에 천명된 原因者負擔의 原則113)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공법체계의 틀이나 운 원리에 관한 결정을 유보한 채 

구체적 문제 상황에 맞게 각각의 방안을 정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

가는 방안, 즉 漸增主義的 方案(incrementalism)이다. 이 방안은 대상에 관한 

확실한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제 막 萌芽를 보

이기 시작한 법의 자유로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114)

우리 환경법은 두 가지 방안이 混合된 形態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헌법상 

용-편익 분석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로 비경제적 요소를 대거 받아들이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환경적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법적, 정치적, 사회

적 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험적 결정 방안(method of empirical 
decision)이 있는데, 이는 다양한 가치선호를 實證的 방법을 통해 합리화하는 것, 즉 결

정과정에서 특정한 가치와 선호가 과도ㆍ과소하게 반 되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 이

를 방지함으로써 다양한 가치가 결정에 있어 반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것은 

보다 다양한 가치가 결정과정에서 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참여 방안

(participatory procedure)이 있다. 이것은 보다 많은 사람이 환경 결정에 참여하도록 법

적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고, 이 타법 또한 보다 많은, 보다 다양한 가치가 결정에 포함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앞의 두 방안이 실체적 접근이라면 마지막 방안은 절차적 접근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Farmer & Teubner(註 9), 3-4.
113)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114) 이에 관한 문헌으로는 J.B. Ruhl, “Complexity Theory As a Paradigm for the 

Dynamical Law-and-Society System: A Wake-Up Call for Legal Reductionism and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 45 Duke L.J. 849(1996); J.B. Ruhl, “The Fitness of Law: 
Using Complexity Theory to Describe the Evolution of Law & Society and its 
Practical Meaning for Democracy,” 49 Vand. L. Rev. 1407(1996); J.B. Ruhl & Harold 
J. Ruhl, Jr., “The Arrow of the Law in Modern Administrative State: Using 
Complexity Theory to Reveal the Diminishing Returns and Increasing Risks the 
Burgeoning of Law Poses to Society,” 30 U.C. Davis L. Rev. 405(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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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을 천명하 을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기본 원리로 볼 수 있

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반면(포괄적 접근법적 요소), 이러한 원리적 규정이 개

별 환경법의 내용에 대해 가지는 법적 효력이 애매 모호한 상태에 있기 때문

이다(점증주의적 요소). 예컨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은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 규정의 효과에 

관해서는 정설이 없다.
서장에서 이 을 쓰게 된 동기를 밝혔거니와, 신설된 행정규제기본법상 규

제 향평가 규정은 환경법의 기본원리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전배려의 원칙

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전술한 대로 행정규제기본법은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 향분석을 제도화하고 비용편익분석을 그 핵심요소로 도입하 는데, 

비용편익분석 결과 규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규

제는 철회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해

석은 행정규제기본법이 制定된 背景,115) 규제 향분석의 性格 規定,116) 규제

향분석의 效果 즉, 규제 향분석을 規制審査에 連繫시키고 있는 점,117) 필자의 

經驗118) 등에 터 잡은 것이다. 따라서 규제 향분석의 핵심요소인 비용편익분

석이 규제의 채택 여부에 결정적인 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115)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법 제1조.
116) 동법은 규제 향분석을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 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

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동법 제2조 제1
항 제5호.

117) 동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규제 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도록 규정하 다(동법 

제7조). 또한 동법은 규제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

도록 하고(동법 제12조),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하 으며(동법 제14조 제1항), 나아가 그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 고(동조 

제2항), 또한 법제처장에게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

할 때, 그리고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경우 당해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

견을 첨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동법 제16조 제2항)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118) 필자가 수행한 규제 향분석 중 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비용편익분석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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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事前配慮의 원칙은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때 

비용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배려의 원칙에 충실한 리스크 

대비책을 세운다면 비용의 다과를 고려하지 않고 “技術的으로 可能한 最大限

의 範圍” 내에서 리스크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또한 사전배

려의 원칙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달리 명문의 근거가 없었는데, 1999년 법

개정으로 인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비용편익분석은 신설ㆍ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그 형식이 행정명령의 형식

이든 행정규칙의 형식이든, 그리고 그 내용이 환경문제에 관련된 것이든 경제

ㆍ사회문제에 관련된 것이든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대표적인 

규제인 환경규제를 염두에 둔 것이거니와 실제로 모든 환경법의 시행에 직접

적인 향을 미친다. 주지하듯이 각종 환경법은 특히 그 기술적 성격으로 인

해 그 구체적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한 하위 법령

을 신설ㆍ강화할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정한 규제 향분석을 받아야 하

기 때문이다.

사전배려의 원칙과 비용편익분석의 충돌, 크게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행정규

제기본법의 상충은 서장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논점을 제시한다. 물론 이와 

같은 양법의 상충을 정부 부처사이에서 事前 調律 없이 이루어진, 최소한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무원칙한 입법례의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적 가치가 규제개혁이라는 상충하는 가치에 의해 뒷전으로 물러나

게 된 의도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 의 

목적과 관련하여― 상충하는 법규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판단하기로는 이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해석의 기본 원칙, 
예컨대 신법우선, 특별법우선, 기본법우선 등의 일반적인 法解釋 法則

(canonical interpretation)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 문제는 字句의 

立法的 修整이나 法理論의 微細調整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이 문제는 리스

크에 대하여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정하는, 환언하면 리스크

에 대한 基準線(baseline)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

다고 하겠다. 정치가 국민들의 選好(preference)를 단순히 반 하는 것인지, 아
니면 公的 價値(public value)를 찾아가는 과정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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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사회의 중요 문제에 관하여 법체계 내에 서로 조율할 수 없는 기본적 

성격의 두 원리가 상충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

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사전배려의 원칙과 비용편익분석

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事前配慮의 原則

(1) 槪觀

리스크 문제의 핵심은, 사회 공동체 전체가, 그리고 이를 대표한 규제당국이 

특별히, 불확실한 리스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

이다. 경찰행정법상 위험방지는 인과관계의 연쇄 고리를 하나 하나 추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어느 한 지점에 개입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차단하

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리스크에 관해서는 인과관계에 관한 확실한 파악이 불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를 없애자는 발상이 가능한데, 사

전배려의 원칙은 이런 생각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하겠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따지고 보면 특별한 시도라고 볼 수 없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규범

적으로 惡이고, 따라서 가능하다면 권리침해는 사전에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

이 가장 기본적인 법원리이기 때문이다.
사전배려의 원칙이 우리 나라에 도입된 것은 독일의 문헌을 통해서이기 때

문에119) 흔히들 이 원칙은 독일에서 시작된 유럽 특유의 원칙이라고 보는 것 

같다. 실제로 이 원칙이 독일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120) 

최초의 입법은 1969년에 스웨덴에서 제정된 환경보호법이라고 한다.121) 또한 

이 원칙을 대륙에 특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도 

이 원칙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법률과 판례들을 가지고 있다. 미의회는 식품

약품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Delaney 조항에서 명문으로 

절대적인 리스크 예방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122) 미연방법원은 미국 환경법

119) 대체로 사전배려의 원칙을 설명하는 문헌들은 독일의 문헌에 의존하고 있다. 예
컨대 홍준형, 환경법(한울), 42-45(1994); 유지태, 환경법(고려대출판부), 67-69(2000).

120) Boehmer-Christiansen(註 18).
121) 1976년 독일의 환경보고서(Umweltbericht 1976, BTD 7/5684)나 1983년 스위

스에서 제정된 연방환경보호법(Bundesgesetz uber den Umweltschutz, SR 814 No.1 
art.1(2))이 사전배려원칙을 입안한 최초의 것으로 자주 인용되지만, 실은 스웨덴의 환경

보호법이 최초의 것이라는 것이 Peter Sand의 주장이다. Sand(註 18), 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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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념비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Ethyl Corp. v. EPA123)와 TVA v. Hill124)에

서 대기청정법(Clean Air Act)과 멸종위기에처한종보호법(Endagered Species 

Act)의 관련 규정을 각각 사전배려의 원칙에 입각해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국제법 분야에서 더욱 두각을 내고 있다. 리오선언과 같

은 “軟性法的 宣言”(“soft law declaration”)뿐만 아니라 1992년 기후변화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포함한 최소 12개의 “硬性

法的 多者間 國際協約”(“hard multilateral agreements”) 등에서 채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125)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조약인 EU Treaty에서는 “유럽의 헌법상 

목표”의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126) 그리하여 사전배려의 원칙은 이제 

어떤 나라도 거부할 수 없는 ｢국제관습법｣이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

르 다.127) 이와 같이 적어도 수적으로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택하고 있는 나

라가 다수로 보인다.

그러나, Peter Sand가 매우 적절히 지적했듯이,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사전배

려 원칙의 政治的, 立法的 受容이 行政府와 法院에 의한 適用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산이다.128)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사전배려 원칙

122) Delaney 조항은 “인간이나 동물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명된”(“found ... 
to induce cancer in man or animal”)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사전배려의 

원칙과 Delaney 조항의 관계에 관해서는 Frank B. Cross, “Paradoxical Peril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53 Wash. & Lee L. Rev. 851, 855-56(1996).

123) 541 F.2d 1(DC Cir. 1976). 자세한 내용은 註 150 및 그 본문 참조.
124) 437 U.S. 153(1978). 미국 멸종위기에처한종보호법(Endagered Species Act)에 

등록된 Snail Darter가 TVA에서 추진하는 댐의 건설로 인해 위태로워지자 이를 보호하

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미연방대법원은, 댐의 완공은 ESA를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

서 법원으로서는 댐의 건설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 다. 이미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고 완공을 앞두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결정에 관해선 무관한 사항이라고 판

시하면서, 의회는 ESA를 통과시키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구하는 것이 다른 어떤 

정부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고 이와 같은 의회의 정책 결정에 대해 다

시 심사하는 것은 법원의 기능이 아니라고 판시하 다. 이 판결은 snail darter라는 물고

기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려졌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 판례상 사전예방

의 원칙에 기해 내려진 판결로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125) Sand(註 18), 129, fn. 3.
126) EU Treaty Art. 130, r(2)은, 환경에 관한 유럽연합의 정책은 “사전배려의 원

칙에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7) Philippe Sand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 213(Manchester 

Univ.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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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해결을 피하여 다른 규정이나 이론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하

고,129) ｢ 국｣법원은 최소한 두 사건에서 이 원칙에 기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한다.130) ｢프랑스｣의 國參事院은, 1997년 원자력발

전소 가동중지와 관련된 Superphènix 사건에서 Maastricht 수정조약에 규정된 

사전배려 원칙131)이 유럽연합 회원국에는 직접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 다가, 

다음해에 제기된 Transgenic Maize 사건에서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스위스회

사에 의해 생물공학적으로 처리된 옥수수(maize)의 프랑스 내에서의 경작 및 

시판에 대한 허가를 유보하는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근거”라고 판

시하 다.132) 그러나 사전배려의 원칙을 국내입법으로 수용한 1995년의 Loi 

Barnier는, 사전배려 조치를 취할 때에는 그 비용이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

는 균형잡힌 조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배려 원칙의 본래의 모습이 

희석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33)

이와 같이 사전배려 원칙에 대한 이해가 나라마다 각각이다. 따라서, 사전배

려의 원칙을 우리 나라 리스크법의 지도원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내용

에 대해 면 하게 분석하는 것은 물론, 가능한 대안과 신중히 비교하여야 한

다고 할 것이다.

(2) 事前配慮 原則의 實體的 內容

가. 우리 나라의 사전배려 원칙

사전배려의 원칙을 환경법의 기본원리로 소개하고 있는 국내 문헌을 보면, 

사전배려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관한 단서를 얻기 힘들다. 

예컨대 가장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 홍준형은 “환경보호의 기본원리들은 서로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또한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128) Sand(註 18), 134-37.
129) Id. 134.
130) Id.
131) 위 註 126 및 그 본문 참조.
132) Sand(註 18), 135.
133) 조문의 내용은 “Lack of certainty, taking into account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at the time, shall not delay effective and commensurate measures, at 
economically acceptable cost, to prevent the threat of serious and irreversible damage 
to the environment. Sand(註 18),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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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직접 구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으로 강화된 효력을 갖지 않는 

한 환경 및 법정책적인 행위원칙(Handlungsmaxime)으로서의 성격을 지닐 뿐”

이라고 전제한 후, 우리 나라에서의 근거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를 거시하면

서 “미래예측적이고 형성적인 계획적 조치들을 통하여 모든 사회적ㆍ국가적 

행위주체들이 환경보호적으로 행동하고 이들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 가능한 환

경 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생태계의 기초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정의한다. 이어 사전배려의 원칙은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의 사전배려를 내용

으로 하는데, 그 하나는 “위험에 대비한 사전배려”를 요구하는 원칙인 동시에, 

“자원의 관리ㆍ보전을 위한 사전배려를 요구하는 원칙”으로 해석된다고 한다. 

환경 향평가제도와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를 사전배려의 원칙이 채택된 예로 

제시한 후, 이 원칙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이상, 단순히 

행정작용에 대한 환경정책적 원리로서 뿐만 아니라 환경입법에 대하여 환경정

책의 기본원칙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사전배려의 원칙은 “구체화된 헌법”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

라서 사전배려의 원칙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은 장래의 환경입법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어 개별 환경법의 조문들을 이 원칙

의 세부적인 규범적 결과로서 예시하고 있다.134)

홍준형의 설명을 요약하면, 첫째 사전배려의 원칙은 법원리가 아니라 환경

정책의 원리이고, 둘째 그런 까닭에 구체적인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셋째 환경입법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환경

입법을 拘束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

아 그 내용을 추단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정책원리라고 한다면 환경정책을 포

함한 국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배려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선에 

그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요소로 인하여 사전배려적 요소에 치

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가가 고려하여야 할 문제

가 환경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전배려의 원칙이 경제치중입법

을 ―예컨대 입법자가 국가경제가 위난에 처해 환경에 대한 배려를 뒷전으로 

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치중한 입법을― 막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法原理

가 아니라 政策原理인 관계로 당연하다.135) 그 논리적 결과로서, 또한 적절히 

134) 홍준형(註 119), 42-45.
135) 독일에서도 사전배려의 원칙을 정책원리로 보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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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했듯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고, 결국 그 구체적인 내

용은 국회에서 정하게 되는데, 홍준형은 그 지침이 되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

고 오로지 그 결과만을 예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전배려 원

칙의 내용은 앞서 본 抽象的 定義로부터 추론하여야 하는데, 이것으로부터 구

체적 사안에서 재판규범으로 제시할 만한 鮮明한 基準을 얻기는 힘들다.

나. 獨逸의 사전배려 원칙

독일의 사전배려 원칙에 관해서는 국내에 상당한 소개가 되어 있어136) 이를 

반복하지 않고 논지와 관련된 사전배려원칙의 연혁, 독일 정부의 공식 입장 

그리고 판례의 경향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독일의 사전배려 원칙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대표적 문헌으로는 독일 내무부 장관이 연방의회에 대기질의 보호에 

관해 보고한 1984년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자.

사전배려의 원칙은 자연계에 대한 위해는 사전에 … 회피되어야만 한다고 명

령한다. 사전배려는 나아가 보건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특히 인과관계에 관한 

포괄적이고 조율된 연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전배려는 

또한 과학적으로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

다. 사전배려는 경제 각 역에서 환경적 부담을, 특히 위해한 물질의 도입으로 

인해 야기된 환경적 부담을 대폭 감축하기 위한 기술적 공정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137)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사전배려 원칙이 리스크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

한 기술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일정

한 조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지만―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

Boehmer-Christiansen(註 18)(독일환경정책의 다섯 가지 원리 중의 하나라는 설명함); 
Thomas Lundmark, “Systemizing Environmental Law on a German Model,” 7 Dick. J. 
Envtl. L. & Pol'y 1, 4(1998)(사전배려의 원칙을 “principle of environmental policy”로 

소개함).
136) 한귀현(註 18); 김해룡․이종 , “과학기술의 발전과 환경법의 과제”, 한국법학

50년 ―과거․현재․미래(Ⅱ) 599(1998).
137) Federal Interior Ministry(BMI) 1984, “Dritter Immissionsschutzbericht,” 

Drucksache, Bonn 10/1345, 53. Boehmer-Christiansen(註 18), 37에서 재인용. 고딕체 강

조는 필자가 추가한 것이나, 경사체 강조는 원문 그대로를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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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편, 독일 법원도 사전배려 원칙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했다. 독일은 1970

년대와 1980년대에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과다한” 연방법 ―각각 

역에 특유하고 통일성과 일관성을 결여한― 을 제정하 고, 그에 따라 사전배

려의 원칙과 관련된 수많은 판례가 양산되었다.138) 판결의 대체적인 경향은 

사전배려의 원칙에 따르는 行政裁量, 자칫하면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행

정재량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행정법

원은, 각각 원자로와 관련된 사건인 1978년 Kalkar 판결과,139) 1985년 Wyhl 

판결에서140) 행정부는 확인된 “위험(Gefahr)”뿐만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리스

크(Risiko)”에 대해서도 사전배려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국민도 낮은 수준

의 “殘餘리스크(Restrisiko)”를 수인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하 다(독일에서는 원

자력발전소 측에 그 안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연방행정법원은 1998
년 Krümmel 사건에서141) 발전소 인근 거주민이 직면한 백혈병 리스크는 발전

소 허가를 취소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 다. 마찬가지로 

뮌스터 고등행정법원은 1993년 전화 네트워크의 電磁波가 미치는 역에서의 

리스크를 다룬 사건에서 訴訟可能한 健康上의 리스크와 “單純한 不安” 

(“Besorgnis”)은 이를 구별하여야 하며 후자는 허가를 무효화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 다.142) Giessen의 지방행정법원은 1992년 EPO-Mouse 사건

에서 유전자 조작 유기체에 대응한 사전배려적 조치는 “求得可能한 최고의 과

학적, 기술적 情報에 기한 리스크 평가 결과 그 리스크를 확실히 제어하기에 

충분할 정도까지만” 이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하 다.143)

138) 이 부분은 Peter Sand의 논문(註 18)에 전적으로 의존하 다.
139) Bundes-Verfassungs-Gericht(Karlsruhe, 8 August 1978), Entscheidungen 49 

(1979) p.89, at p.137. Sand(註 18), 136에서 재인용. Kalkar 판결은, 핵과 관련한 국제

관계에서 정부에게 충분한 재량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사전배려 원칙을 구성하는 논리

의 일부분임을 밝혔다고 한다. Sand(註 18), 137.
140) Bundes-Verwaltungs-Gericht(Berlin, 19 December 1985), Entscheidungen 72 

(1986) p.300, at p.315. Sand(註 18), 136에서 재인용.
141) Bundes-Verwaltungs-Gericht(Berlin, 16 December 1998), Neue Zeitschrift für 

Verwaltungsrecht 17(1998), p.631, Sand(註 18), 136에서 재인용.
142) Ober-Verwaltungs-Gericht Munster(18 May 1993), Neue Zeitschrift für 

Verwaltungsrecht 12(1993), p.1115, Sand(註 18), 136에서 재인용.
143) Verwaltungs-Gericht Giessen(2 September 1992), Neue Zeitschrift für Verwal-

tungsrecht: RR 6(1993 case reports) p.534(“up to a degree which in light of a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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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판결들을 보면, 독일법원은 사전배려의 원칙에 기한 行政府의 과도

한 예방조치와 그 조치에 대한 國民의 요구를 牽制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 같은 경향은 立法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나타나는데, 

1987년 선고된 Waldsterben 판결은 좋은 예이다. 원고가 산성비로 인한 삼림

피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을 요구한 이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전배려 

원칙에 기해 立法不作爲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다.144)

이상의 판례를 거시한 후, Peter Sand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인 Udo 

Di Fabio를 인용하면서 사전배려적 조치가 취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법적

ㆍ절차적 제약요소가 따른다고 결론짓는다. 그런 제약요소로는 사전배려적 조

치를 취하기 전에 모든 可用 情報를 충분히 考慮해야 할 의무, “便益리스크評

價”(“benefit-risk assessment”)를 施行해야 할 의무, 그러한 평가를 유도하고 公

開할 의무, 사전배려적 조치를 比例의 原則에 附合되도록 취해야 할 의무 등

이 있다고 한다.145)

다. 사전배려 원칙의 세 가지 原型

위에서 본 독일의 보고서나 판례가 사전배려 원칙의 내용을 어느 정도 구체

화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많이 있다. 독일 법원은 사전배려

원칙을 구성하는 포괄적 이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즉응

하여 당해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안별로 행정

부의 裁量과 국민의 주장에 制約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배려의 원칙의 

실체적 내용을 규정하지 않으면 그 長短功過를 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

떤 원칙이 실체적 내용이 없다면 그 원칙을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합리화하기 

assessment on the basis of the best availabl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is 
sufficient to ensure control of the risks”).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유전자 조작된 쥐의 세

포에서 EPO 호르몬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신청하 고, 피고 연방보건청

은 사전배려 원칙에 근거해 이를 거부하 는데, Giessen 지방행정법원은 본문 판시 이

유에 기하여 결국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Sand(註 18), 136에서 재인용.
144) City of Augsburg et al.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ederal Supreme 

Court(Kalsruhe, 10 December 1987), Deutsches Verwaltungsblatt 103(1988), p.232, Sand 
(註 18), 136에서 재인용.

145) U. Di Fabio, “Gefahr, Vorsorge, Risiko: Die Gefahrenabwehr unter dem 
Einfluss des Vorsorgeprinzips,” Jura 18(1996), p.566, at pp.572-574면, Sand(註 18), 
137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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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제시된 법적 허구, 말하자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그 실체를 

상정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이 원칙이 가지는 기능 및 의미를 탐색하

는 데 생략해서는 안 될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Jonathan Wiener는 사전배려 원칙의 실체적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 다.146) Wiener의 모델 이외에도 여러 가

지의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147) 이 의 논지에서 벗어난 사치스러운 

작업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여기서는 그의 연구를 요약하여 논의의 기초로 삼

기로 한다. Wiener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사전예방적 규제조치를 시간적으로는 

보다 早期에, 규제의 정도면에서는 보다 嚴格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고, 早期性

과 嚴格性의 정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公式을 제시한다.

(가) 제1형: “不確實性은 放置를 正當化하지 않는다.”
제1안은 被規制者들의 自由主義的 主張, 즉 “불확실성 아래에서 정부가 개

입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응해 만들어진 公式으로, 정부는 이 원칙에 의거해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전배려적 규제를 할 수 있

다. 사실 업계의 주장대로 리스크 행정을 해나가면 사전예방적 규제는 설 자

리를 잃고, 그 결과 자유방임→대재난→과잉규제→규제혁파→자유방임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공식은 리스크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방치를 정당화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조치를 명령하지도 않는다. 그런 이유로 “완전한 증거가 없어도 사

전배려적 규제로 나갈 수 있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전배려 원칙의 

가능한 내용 구성 중 最軟性的 公式으로 볼 수 있다. 이 공식을 채택한 실례

로는 Rio 선언148)과 Bergen 선언,149) 그리고 앞서 본 Ethyl Corp. v. EPA 판

146) Wiener, “Multi-Risk”(註 18), 5면 이하.
147) Wiener에 따르면 19가지의 모델이 있다고 한다. Id. 5.
148) Report of the UN Conference on Enviornment and Development(Rio de 

Janeiro, June 3-14, 1992), UN Doc. A/CONF, 151/26/Rev.1, Vol. I, 3, 6(1993). 리오 

선언의 원칙 15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Where there are threats of serious or 
irreversible damage, lack of full scientific certainty shall not be used as a reason for 
postponing cost-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environmental degradation.”

149) Bergen Ministerial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CE 
Region, UN Doc. A/CONF.151/PC/10. 1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429에서도 볼 수 있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Where there are threats of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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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150)을 들 수 있다.

Wiener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전배려의 원칙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

적한다.151) 첫째, 이 원칙은 사전배려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 취해

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서 弛緩된 姿勢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고(過小規制/消極的 誤謬의 문제), 둘째, 이 원칙이 적용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제시된 “과학적으로 확실히 규명할 수 없는” 상황은 너

무 포괄적이어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고(過剩規制/積極的 

誤謬의 문제), 마지막으로,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과잉ㆍ과소규제의 위험성이 共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문제가 된 물질의 제조를 금지하여야 하는지, 경고문구로 족할

지에 관해서 아무런 지침도 내려주고 있지 못하다. 불확실성이 심한 역에서

는 원인과 결과에 관한 추측이 있을 뿐이어서 무슨 조치가 예상되는 위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예상되는 위해에 비해 과

잉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으며, 나아가서는 더 큰 리스크를 불러올 수도 있다. 

요컨대 사전배려의 원칙에서의 본질적 문제는 취해야 할 措置의 內容인데 제1

형은 전혀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이 원칙을 善解하면 이 원칙으로부

터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규제조치로 나아가기 위해 자연과학적 연

or irreversible damage, lack of full scientific certainty shall not be used as a reason 
for postponing measures to prevent environmental degradation.”

150) 541 F.2d 1. “Ethyl Corp” 사건은, 미국 환경청(EPA)이 “대중의 건강과 복지

를 위협하는” 물질(substances that “will endanger public health and welfare”)에 대한 

규제를 허용한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에 의거해 휘발유속의 납함유량을 줄이라는 

내용의 규제를 고시하자 이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 업계가 제소한 사건이다. 행
정사건에 관한 최고법원 역할을 하고 있는 DC Circuit 연방항소법원의 담당재판부는, 
業界의 주장을 받아들여 EPA가 “특정한 피해를 입증하기 전에는 휘발유에 함유될 수 

있는 납을 규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 다. 이것은 EPA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인과관

계의 입증이라는 불법행위상의 일반 원칙에 기해 그 위해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판시

다. DC Circuit 연방항소법원은 담당재판부의 판결 후 이를 다시 전원합의부로 이송하

는데, 전원합의부 판사들은 5대4로 담당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 다. Skelly 
Wright 판사는 그와 같은 증명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그 이유로 “인과관계에 관해 단

계별로 엄격히 증명하는 것을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부로 하여금 사전예방적 규제

(precautionary regulation)로 나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판시하 다. 
이것은 EPA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가용한 증거를 사용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합리적

으로 평가함으로써 위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판결은 미국에서 사전예방의 원칙을 취한 대표적 판결로 거론되고 있다.
151) Wiener, “Multi-Risk”(註 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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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재촉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152)

(나) 제2형: “리스크는 不確實하더라도 措置를 正當化한다.”

제2안은, 제1안과 달리, 불확실한 리스크에 대해 규제적 조치를 强制하는 의

미가 있다. Wiener는 스웨덴 및 앞서 본 독일 내무부의 1984년 보고서의 입장

을 이 공식을 채택한 것으로 인용하고 있다. 제2안은 제1안에 비해 보다 적극

적으로 사전배려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1안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153) 즉,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과학

적으로 확실히 규명할 수 없는” 상황을 예정하고 있어 과소ㆍ과잉규제의 위험

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며,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고 있

지 않다.

(다) 제3형: “不確實한 리스크는 입증책임을 轉換한다.”

제3안은 문제의 물질 또는 행위가 리스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때까지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환경과 국민 건강의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을 문제의 행위로부터 이익을 보고 또한 정보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당사자에게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리스크에 관련된 

불확실성의 세계에서는 입증책임은 곧 패배, 즉 ｢立證責任=敗北｣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3안은 最硬性的 公式으로 볼 수 있다.

제3안의 가장 큰 특징은 앞의 두 공식이 제시하지 못한 대답, 즉 무슨 조치

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 ―여전히 부족하지만―을 제공한다. 즉, 당사자

가 一定 水準의 立證을 할 때까지 당해 行爲를 禁止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

히 금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는가라는 문

제, 즉, 立證의 對象과 水準을 정하는 문제가 남는다.

라. 사전배려 원칙의 限界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세 가지 원형은 모두 공통된 한계를 보이는데, 그

것은 바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具體的 基準이나 原理를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세 번째 원형도 금지에서 벗어나

152) Id.
153) I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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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입증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주지 못함은 마찬가지이다.

사전배려 원칙의 한계는, 결국 리스크의 궁극적 문제인 “얼마나 안전해야 

안전한 것인가”(“How safe is safe?”)154)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다른 데에서 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

르게 된다. 이와 같은 결론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리스크 문제

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으로 사전배려를 채택했는데, 막상 그 원칙을 形式이 

아닌 實體로 보고 분석해보니, 문제의 요체에 관해서는 구체적 대답을 주지 

못하는 문자 그대로 修辭로 그쳤기 때문이다.

얼마나 안전해야 안전한가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155) 따

라서 남는 문제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기준을 선험적으로 알 수 없다면 누가 

154) 이에 관한 문헌으로는 Cass R. Sunstein, “Is the Clean Air Act 
Unconstitutional?,” 98 Mich. L. Rev. 303, 319(1999); Baruch Fischhoff et al., “How 
Safe Is Safe Enough? A Psychometric Study of Attitudes Towards Technological Risks 
and Benefits,” 9 Pol'y Sci. 127(1978); Paul Slovic et al., Facts and Fears: 
Understanding Perceived Risk, in Social Risk Assessment: How Safe Is Safe Enough? 
192(R.C. Schwing & W.A. Alberts Jr. eds., 1980).

155) 기준의 다양성은 문자 그대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이를 보면, ① 개개인이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자신들이 노출되기를 원하는 위험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

로, 규제철폐를 의미하는 市場選擇型(market regulation); ② 아무리 작은 위험이라도 이

를 수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리스크不容型(no-risk) 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위

험을 수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環境基準型(quality-based standards); ③ 求得可能한 가

장 우수한 기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위험을 금지하는 技術基盤型

(technology-based standards); ④ 위험을 동반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가져다 주는 위험

(石綿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과 그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소비자에게 

가져다 주는 위험(석면을 브레이크 페달에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위험)을 

비교평가하는 直接的 리스크比較評價型(direct risk-risk); ⑤ 위험비교평가를 함에 있어 

소비자 이외의 사람(놀이터에서 납에 노출된 어린이들에 대한 위험)들에 대한 위험을 

고려에 넣는 間接的 리스크比較評價型(indirect risk-risk); ⑥ 규제가 가져오는 위험과 편

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리스크便益分析型(risk-benefit); ⑦ 주어진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

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費用效果分析型(cost-effective); ⑧ 미리 정해진 예산을 초과

하는 비용이 드는 규제를 가할 수 없게 하는 規制豫算型(regulatory budget); ⑨ 규제가 

가져다 주는 편익과 비용을 계량하여 비교하는 費用便益分析型(cost-benefit)이 있다. 어
느 방안이 적절한 규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다. 먼저 해당 방안이 관련된 문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지, 이론

적인 기초(theoretical foundation)가 튼튼한지, 비용이 지나치게 소요되는지, 다양한 문

제를 해결함에 있어 포괄적인지 여부 등을 살펴본 후 해당 방안을 채택할지 여부를 판

단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참고를 위해서는, Richard L. Revesz, Foundation of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76-77(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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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시장이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각종 개별 환경법

에 나와 있는 구체적 기준)가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방안(전문가 또는 

관료)을 모색하여야 하는가 등일 것이다. 물론, 사전배려 원칙을 절대적 원칙

으로 보는 절대주의자들은, 바로 얼마나 안전해야 안전한지 알 수 없기 때문

에, 리스크가 있는 경우는 이를 금지하여야 하고, 바로 이런 점에서 사전배려

의 원칙이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것이다.
절대주의자의 예로, 리스크不容型(no-risk)을 제시한 Carl F. Cranor의 방안을 

살펴보자.

먼저 독성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의 目錄을 收集한다. 出市前 規制(premarket 

statute)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조회사가 출시하려고 하는 물질이 독성목록

에 오른 물질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물질이 有毒하지 아니함을 의심할 여지없

이(beyond a reasonable doubt) 입증하지 못하면 그 물질의 출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出市後 規制(postmarket statute)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해 

[물질이] 건강이나 환경에 [리스크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물질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156)

Cranor의 주장은 전술한 對리스크權 ―인간의 육체적 완전성을 해하는 어

떤 행위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로 리스크에 대항하자는 논의를 생각하게 한

다. 對리스크權에 대한 비판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그와 같은 권리에 대한 평

가는 필연적으로 그 권리주장으로 인한 結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Wiener의 지적대로 Cranor의 방안은 過剩規制 또는 積極的 誤謬(false 

positives)로 결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예컨대 비타민의 경우도 일

정한 양에 이르면 유독성이 나타나듯이 실제로 많은 의약품이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제약회사에게 그 약품이 유독하지 아니함을 입증하

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약품의 

유독성이 예컨대 암세포를 죽이는 데 사용되고 그 결과 유독성에도 불구하고 

그 약품은 인체에 純便益을 가져다 준다. 모든 물질은 극소량이나마 독성을 

156) Carl F. Cranor, “Asymmetric Informati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Burdens of Proof,” in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Implement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94(Carolyn Raffensperger and Joel Tickner, eds., Washington 
DC: Island Press, 1999). Wiener, “Multi-Risk”(註 18), 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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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독성의 입증을 강요하면 모든 물질이 금지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Cranor의 방안을 고집하면 과잉규제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

다. 요컨대 Cranor의 방안은 어떤 물질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에는 그것이 가

져오는 편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리스크不容型과 상극적 위치에 있는 것은 市場選擇型이다. Richard B. 

Belzer의 極端論을 들어보자.

優先順位를 정하기 위한 제도 중 가장 민주적인 제도는 바로 시장이다. 매일

매일 수백만의 미국인들은 건강 리스크에 관련된 헤아릴 수 없는 선택을 한다. 

이러한 결정은 대체로 이치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선택에 기해 

스스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찬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정

부가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미국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려 한다면 환경정책의 

도덕적 기초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리스크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패러다임은 

慈悲로운 專制(benign despotism)일지 모르지만, 여타의 패러다임은 더 열악한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157)

이와 같은 상극적 대치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은, ｢均衡잡힌 事前配慮｣

의 추구밖에는 없다고 본다.158) 문제는 균형잡힌 사전배려가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 혹은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3) 評價 및 代案의 摸索

사전배려 원칙이 가지는 한계의 원인은 원칙 자체에서가 아니라 원칙이 대

처해야 할 대상인 리스크의 複雜多端함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의 리스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多數의 리스크가 混在한다. 다종다양한 리

157) Richard B. Belzer, “Is Reducing Risk the Real Objective of Risk 
Management?,” Worst Things Fisrt? 167, 180(Adam M. Finkel & Dominic Golding 
eds. 1994)(이하 F&G로 인용함).

158) 한편, 이 대목에서 유의할 점은 균형잡힌 사전배려라는 것이 比例의 原則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의 원칙은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단지 그 수

단을 선택할 때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균형

잡힌 입증수준은 목표 자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마치 效果的

인 것(effectiveness)과 效率的인 것(efficiency)이 다른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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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향을 주고 있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다양한 리스크가 亂麻처럼 얽혀 있어 어떤 한 리스크를 감소시키면 다른 리스

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즉 리스크의 相互關聯性(interconnectedness)을 놓치

고 있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불거져 나온 리스크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에 치중

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대책을 제시하지만, 그 이면에서 

생기는 相殺效果(tradeoff) 때문에 취해야 할 대응책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集塵機를 굴뚝 끝에 설치하면 대기오

염은 줄일 수 있지만, 집진기를 청소함으로써 생기는 찌꺼기가 수질 및 토양

을 오염시키고, 아스피린은 두통을 줄일 수 있지만 위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오존배출을 막는 것은 피부암의 가능성을 높인다.

물론, 사전배려 원칙의 신봉자들이 주장하듯이 과오를 범하려면 消極的 誤

謬(false negatives)보다는 積極的 誤謬(false positives)쪽이 나을 것이다.159) 적
극적 오류가 가져올 피해는 기껏해야 사전배려에 들어간 금전적 손실이지만 

소극적 오류는 인명이나 환경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60) 하지만 적어도 

실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는 제도설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 오

류가 가지는 상대적 이점에 안주할 수 없다. 더불어, 적극적 오류도 인명과 환

경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161)

사전배려의 원칙은 복수의 리스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

고, 오로지 불확실성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리스크의 對症的, 分節的 解決에 치

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규제당

국은 규제대상으로 떠오른 리스크만을 보지말고, 관련된 복수의 리스크를 살

펴 이를 적절히 較量하여야 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59) Reserve Mining Company v. United States사건에서 전문증인으로 채택된 Dr. 
Arnold Brown의 증언이 대표적인 예이고(“As a medical person, sir, I think that I have 
to err, if I do, on the side of what is best for the greatest number.”), 514 F.2d 492, 
519(8th Cir. 1975)(en banc). Reserve Mining 사건의 재판부도 결국 이를 채택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160) 이에 관해서는 Farber(註 52), 70-92.
161) Jonathan Wiener는 사전배려의 원칙에 의해 출시되지 못한 물질이 국민 건강

과 환경에 줄 수 있는 혜택을 생각하면, 적극적 오류가 금전적 손실만을 결과한다는 주

장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유전자 조작은 제초제의 사용을 억

제할 수 있고, 원자력발전은 온실 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한다. Jonathan Wiener, 
“Managing the Iatrogenic Risks of Risk Management,” 9 Risk: Environment Health & 
Safety 39-8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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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는 規制 自體가 사회에 또 다른 리스크로 다가설 수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162) 어 부스럼이란 속어가 있듯이 문제 해결노력이 문제를 해

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Coase적 관점163)에서 보면 이와 같

은 洞察은 보다 분명해진다. 리스크에 대한 규제는 외부에서 주어진 外生變數

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內生變數이고, 따라서 그 선택이 또 다른 리

스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부작용이 큰 약품의 제조나 유전자 조

작 행위와 마찬가지로 정부규제는 사회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

면 리스크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이제껏 사회과학이 고민해 왔던 사회

제도 즉, 정부와 시장의 문제이고, 리스크는 정부ㆍ시장의 誤作用의 한 斷面이

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목표는 시장실패의 리스크와 규제실패의 리스크를 최

소화하는 것이다.

Jonathan Wiener는 이상을 기초로 사전배려의 대안으로 最適配慮(optimal 
precaution)를 제시한다. 최적배려는 “對象 리스크”(“target risk; TR”)와 “附隨

的 리스크”(“countervailing risk: CR”) 사이의 상쇄효과에 적절히 대처해 總리

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제로 인해 생기는 부수적 리스크가 규제

가 대처하려는 대상 리스크보다 크면(CR>TR), 규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대

상 리스크가 부수적 리스크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규제가 정당화된다. 합리적

인 규제행정은 리스크 사이의 상쇄효과를 눈여겨보고 가장 효율적 선택을 해 

총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Wiener는, 리스크 문제는 불확실성 

속에서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리스크, 비

용, 편익의 조합을 가진 다양한 代案 중에서 어떤 것을 選擇할 것인가의 문제

라는 것이다.

Wiener의 지적이 유의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음 과제는 리스크를 어

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리스크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이를 평가ㆍ비교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節을 

바꾸어 살펴본다.

162) Wiener, “Multi-Risk”(註 18), 10. Wiener는 규제를 리스크로 보고 규제 자체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규제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같
은 면. 

163) Ronald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s” 3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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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評價와 費用便益分析

(1) 沿革

가. 미국에서도 사전배려의 원칙의 흔적을 Delaney 조항과 1970년대의 판례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지적하 지만, 사전배려의 원칙을 미국 리스크법을 

통할하는 원칙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미국은 국제협상테이블에서 사전배

려의 원칙을 아무런 留保없이 채택하는 것을 반대해왔으며,164) 후술하는 判例

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법적으로도 이 原則을 否認하고 있다.165) 현재 유럽은 

사전배려의 원칙을 전면 수용하여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물론 그 구체적 내

용에 관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천차만별이지만― 규제하려고 하는 반면, 

미국 정부는 ―미국 법원도 이에 발을 맞추어― 자국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 명백한 사전배려의 원칙을 부인하고, 대신 규제 전에 실제 위해를 입증

할 만한 증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실증적인 연구에 기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66) 이와 같은 미국의 태도를 제도화한 개념이 바로 리스크

評價(risk assessment)와 리스크管理(risk management)이다. 費用便益分析은 리

스크평가를 기초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대표적 방안으로 미국정부가 규제여부

를 결정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리스크평가 주창자들은 사전배려의 원칙을 “科學的 規制”에 대한 “反科學的 

反對”로 폄하하기도 하는데,167) 후술하는 바와 같이 리스크평가는 흔히 주먹구

구식으로 비유되는 일반인들의 感에 의한 判斷을 지양하고, 리스크를 가용 정

보를 총동원해서 과학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탈현대적 리스크 문제에 

관해서는 歸納推論的 認識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지

식을 축적해서 이를 체계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차원에

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거니와, 리스크평가는 바로 이러한 생각의 

制度的 表現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가 리스크에 관해 正邪善惡을 구별하는 

164) Wiener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에서도 미국은 사전배려의 원칙에 제한하려고 

노력하 고, 이것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Wiener, “Multi-Risk”(註 18), 2.
165) Industrial Union Dep't, AFL-CIO v. American Petroleum Inst., 448 U.S. 

607(1979)(Benzene Case)
166) 사전배려 원칙에 관한 미국과 독일 입장의 비교분석으로는 Wiener & Rogers

(註 18). 비교위험평가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 유익한 문헌으로는 Jonh D. Graham & 
Jonathan Wiener, Risk versus Risk(1995).

167) Wiener, “Multi-Risk”(註 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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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넘어 실제적 맥락에서 그 實質을 보고자 한다면, 어떤 구체적 잣대가 

필요하게 되는데, 리스크평가는 과학의 힘으로 객관적 잣대를 제공하려는 시

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리스크, 예컨대 위해물질 또는 독성물질을 규제함에 있어서는 論理的 順序

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168) 첫 번째 단계

는 물질마다 수용할 수 있는 리스크의 정도를 결정하는 리스크決定段階이다. 
리스크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인데,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리스크 全

無의 기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리스크를 허용하는 最小(de minimis)의 기준, 

전무, 최소의 기준이 경제활동을 너무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합리성에 터 잡아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여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

하는 合理性의 기준 등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될 경우에 위 기준을 넘는지를 결정하는 리스크評價段階이다. 통상 네 단

계로 구성되는 定量的 評價方法169)이 사용된다. 세 번째 단계는 그 물질을 어

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정하는 리스크管理段階이다. 여기서는 리스크평가에서 

얻어진 정보, 당해 물질을 규제함으로써 생기는 대체 리스크, 규제의 경제적 

효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이와 같은 논리적 순서에 따른 구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행되는 리스크정

책은 다른 모습을 띤다. 왜냐하면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

기 때문에 리스크결정단계가 시간적으로 앞서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리스크평

가 후 리스크관리단계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세 가지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향을 주고 특히 還流過程(feedback)을 거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리스크결정도 사실은 리스크평가 및 관리로부터 얻

어진 정보를 고려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리스크평가 시에 존재하는 불

확실성의 정도, 리스크관리에 따른 제반 효과 등에 관한 정보는 리스크결정에 

환류되어 과잉ㆍ과소 기준을 교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세 단

계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체를 이루며 수행된다고 할 것이다.

나. 리스크평가와 비용편익분석의 역사는 불과 20년 정도에 이른다고 보아

도 될 것이다. 환경법이 환경질의 향상에 큰 기여를 하 다는 평가가 있지

168) 이에 관한 간결ㆍ명료한 요약으로는 Jay Michaelson(註 27), 1893-94.
169) 정량적 평가방법에 관해서는 註 189 및 그 본문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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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70) 일단 환경법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일반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된 것

은 그 裏面이다. 1970년을 전후해 큰 호응을 얻은 환경운동은 수많은 환경법

을 양산해내는 데 성공했지만, 1980년대 들어서서 미국 경제가 獨逸과 日本과

의 경쟁에서 뒤쳐지자 美國民들은 지나친 환경규제가 경제활동의 목을 죈다는 

불평을 하기 시작한다.

도덕성만을 강조하다 무능력으로 낙인찍힌 Carter행정부의 실패를 디딤돌로 

해서 등장한 Reagan행정부는 정부가 너무 비대하고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점

을 지적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연방정부의 규제범위를 대폭 줄이고 주정부 ―

탈규제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로 이양할 것을 내놓는다. Reagan

은 규제혁파를 위해 연방행정부에 대해 大統領訓令 12,291호(Executive Order 

12,291)를 공포했는데, 이 훈령은 절차적인 면과 실체적인 면에서 진행되었다. 

규제를 신설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할 實體的 要件으로, “法이 許容하는 限度 

內에서”(“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순편익이 없는 규제는 이를 시행해서는 안 되고, 또한 여러 대안이 있으면 비

용이 가장 적게 드는 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것을 규정하 다.171) 또한, 실

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節次的 要件으로, 국가 경제에 매년 1억불 이상의 

향을 미치는 행정명령ㆍ규칙은 이를 제정하기 전에 대통령 직속의 管理豫算

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 다.172)

이러한 규제혁파의 추세는 Bush행정부초에 다소 완화되는데, 이것은 1990년 

시행된 大氣淨化法의 改正(Clean Air Act Amendment of 1990) 때문이었다. 하

지만, Bush행정부 마지막 2년은 다시 규제혁파로 돌아서는데, 부통령 Dan 

Qualye이 위원장을 맡은 競爭力委員會(Competitiveness Council)가 行政 全部門

170) Terry Davies, “Critically Evaluating America's Pollution Control System,” 130 
Resources 17, 17(Winter, 1998).

171) Executive Order 12,291에서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regulatory action ... not be undertaken unless the petential 
benefits to society of the regulation outweigh the potential costs to society,” 
“regulatory objectives ... be chosen to maximize the net benefits to society,” and 
“among alternative approaches to any given regulatory objective, the alternative 
involving the least net cost to society ... be chosen.” 자세한 내용은 Revesz(註 155), 
76-79.

172) 자세한 내용은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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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호령하 기 때문이었다. Clinton행정부의 규제관은 Bush행정부 전반부의 온

건하고 낮은 자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받는다.173) 하지만, 1994년 의회 

선거 결과는 議會의 기류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Clinton행정부 자체의 規制

行政 方式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1994년 선거결과는 미국민들이 Newt Gingrich에 의해 주도된 “美國과의 契

約”(“Contract With America”) ―하원선거에 도전한 공화당 후보들이 원내과

반수를 차지하면 수행하기로 약속한 公約의 목록인174)― 을 선택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美國과의 契約 목록 중 대표적인 것이 “雇傭創出과賃金上

乘法”(“Job Creation and Wage Enhancement Act”)이었는데, 이 법은 Reagan행

정부의 규제개혁 의제의 대부분을 수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Reagan

행정부도 생각하지 못한, 環境保護廳(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과 

職業安全保健廳(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규제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 개혁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공화당주도

의 하원은 약속대로 회기가 시작하자마자 새로운 입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원과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법안은 온건한 규제개혁안을 담은 법이었을 

뿐,175) 골자가 되는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 다. “리스크평가및비용편익

173) Clinton행정부의 방식은 크게 보면 Reagan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Clinton행정부 대통령훈령 12,866(Executive Order 12,866)을 보면, OMB에 의한 중앙집

권적 규제심사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규제심사의 틀을 약간 후퇴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

문이다. Executive Order 12,866에서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앞서 

본 Executive Order 12,291과 비교해보라. “[I]n choosing among alternative regulatory 
approaches, agencies should select those approaches that maximize net benefits ... 
unless a statute requires another regulatory approach.” “ [Regulatory agencies] shall 
consider, to the extent reasonable, the degree and nature of the risk posed by various 
substances.” Clinton의 훈령에 따르면, 특정한 법(예컨대 대기정화법)이 비용편익분석 

이외의 다른 기준(예컨대 건강에 기초한 대기오염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비용편익분석

의 적용을 금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야 하고, 따라서 비용편익분석 결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에도 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자세한 것은 Exec. Order No. 12,866, 
58 Fed. Reg. 51,735-36(1993).

174) 자세한 내용은, Rep. Newt Gingrich et al., Contract With America: The Bold 
Plan(Ed Gillespie & Bob Schellhas eds., 1994).

175) 통과된 법률안을 보면 “지원부족명령법”(“Unfunded Mandates Act”)과 “문서업

무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식품질보호법”(“Food Quality Protection Act”), 
“미국과의계약추진법”(“Contract with America Advancement Act”), telecommunication 
관련 개혁법 등이었다. 특히 미국과의계약추진법은 “중소기업에대한법집행공정법” 
(“Small Business Enforcement Fairness Act”)을 포함하고 있었고, 중소기업에대한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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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법”(“Risk Assessment and Cost-Benefit Act”)이 그것인데,176) 이 법안은 

“경제에 2억 5천만 불 이상의 향을 미치는 규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점증

적인 리스크감소 또는 여타의 규제 편익이 정부, 공공단체, 사기업 등이 부담

하여야 할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비용과 편익은 실

행가능다면 定量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

해 被規制者가 司法審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77) 이 법안이 주

목받는 이유는 制定形式이 法律이기 때문에, 효력이 행정부 내부에 국한되는 

Reagan이나 Clinton의 訓令과 달리 그 법적 효력이 일반 국민에 대해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Reagan이나 Clinton의 훈령이 關聯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라고 명령하는 데 반해 이 법안은 비용편

익분석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관련 법령이 “비용편익분

석을 채택하지 않으면 이를 보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하게 하고, 만약 비용편

익분석 외에 다른 규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에 優先하여 適用된다”고 규

정하고 있는 것이다.178) 따라서 이 법안이 발효한다면 환경법을 포함한 모든 

규제법에 기한 행정규제가 이 법안 밑에 있게 되고, 모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모법이 제시한 기준에 앞서 비용편익분석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179) 정치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님을 입증이라도 하듯 이 혁명적 법률

공정법은 다시 “유연규제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에 대한 개정을 담고 있었다. 
Thomas O. McGarity, “A Cost-Benefit State,” 50 Admin. L. Rev. 7, 9(1998).

176) H.R. 1022. 이 법에 관한 자세한 소개와 평가는 Jeff Gimpel, “The Risk 
Assessment and Cost Benefit Act of 1995: Regulatory Reform and the Legislation of 
Science” 23 J. Legis. 61(1997) 참조.

177) 관련 조문을 보면 “[U]nless the incremental risk reduction or other benefits ... 
will be likely to justify, and be reasonably related to, the incremental costs incurred 
by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 the Federal Government, and other public and 
private entities.” “costs and benefits shall be quantified to the extent feasible and 
appropriate and may otherwise be qualitatively described.” 자세한 내용은 Revesz(註 

155). 76 이하.
178) 관련 조문을 보면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federal law, 

[cost-benefit framework] shall supplement and, to the extent there is a conflict, 
supersede the decision criteria for rulemaking otherwise applicable under the statute 
pursuant to which the rule is promulgated.” H.R. 9, § 422(b). 강조는 필자가 추가한 것

이다. 자세한 것은 Gimpel(註 176).
179) McGarity(註 175), 33, 한편, Cass Sunstein은 이러한 시도를 자신이 주장하는 

“비용-편익국가”(“cost-benefit state”)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환 한다.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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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 다.

이러한 실패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중대하다. 왜냐하면, 미국과 같이 신

자유주의가 휘몰아치고 있는 나라에서도 실패한 입법이 우리 나라에서는 별다

른 저항없이 국회를 통과하여 ｢행정규제기본법｣으로 입법되어 실행되고 있으

니 말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평등주의적 국가에서 이 법안이 소란없이 통과

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충분치 못했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

자나 행정공무원들이 의제의 의미를 홍보하지 못했으며, 학계에서도 이 법안

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깨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요컨대 행정규제기본법

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환경법은 有名無實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같은 우리 나라의 무지함과 대비되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이

미 오래 전부터 전문가그룹에서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제기되어 많은 논

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연방대법관인 Stephen Breyer는 1993년도에 출판한 

저서 “Breaking the Vicious Circle: Toward Effective Risk Regulation”에서 리

스크에 관련된 행정법의 경직성이 초래하는 국가적 손실과 그로 인한 미국민

들의 공통된 불만을 과학적 분석자료로 뒷받침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법의 개

혁을 주장하 다. Philip K. Howard는 위 책의 대중판이라 할 수 있는 “The 

Death of Common Sense”에서 보다 쉬운 어조로 규제로 인한 폐해를 주장했

고, 이 책은 전문분야를 다룬 책으로는 드물게도 1994년도에 베스트셀러가 되

었다.

Breyer의 주장을 소개하는 것은 논의의 맥락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

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환경보호의 가치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리스

크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 즉 행정법 사이에 큰 간극이 있어, 법을 준수하

려고 하면 상식에 반할 정도로 큰 비용을 치르게 되고 결국 이것이 미국을 병

들게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독성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에 기해 석면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석면이 가져오는 리

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근거해 석면규제가 가져오는 비용을 계산해 

보았더니, 석면이 가져오는 리스크는 이쑤시개를 삼켜서 사망할 리스크와 같

고 그 비용은 한 사람을 구하는 데 무려 2억 5천만 달러가 든다는 사실을 밝

혀냈다.180) 이러한 Breyer의 분석은 그 후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수많은 학자로 

하여금 규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했는데, 예컨대 Kip 

180) 다른 예에 관해서는 Breyer(註 45),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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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cusi는 미국 Superfund법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한 사람을 구하는데 40억 

달러가 든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181) 이런 연구결과는, Howard의 호소대

로 상식에 반하는 정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하 을 뿐만 아니라 행정법

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묻게 하 으며, 그 결과 정부의 운

방식, 공법체계 자체에 대해 自問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Cass Sunstein은 1994년 선거를 “미국이 진정으로 새로운 규제국

가로 거듭나야 함을 알려주는 신호탄”으로 해석하여,182) 미국은 “費用便益國

家”(“cost-benefit state”)로 거듭나야 하는 만큼 비용편익분석틀을 정부의 “기본

운용방식“(“modus operandi”), 즉 “準憲法的 改正”(“quasi-constitutional 

amendment”)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83) 비용편익국가는 “정부의 

업무수행이 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함으로써 평가”되는 국가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Sunstein의 평소의 지론, 즉 “정부는 자신이 취하려는 조치의 편

익이 그 비용을 초월하기 전에는 시장의 浮沈에 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소신

에 기초한 것이다.184) 현재 미국 공법학계는 ―우리 학계는 큰 그림을 놓치고 

아직도 字句解釋에 몰두하고 있는데― Sunstein의 주장을 놓고 찬반양론이 격

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185) 그 논쟁에 관계없이 비용편익분석은 앞

181) Kip Viscusi, “Regulating the Regulators,” 63 U. Chi. L. Rev. 1423, 1436(1996).
182) Cass R. Sunstein, “Legislative Foreword: Congress, Constitutional Moment, 

and the Cost-Benefit State,” 48 Stan. L. Rev. 247, 249(1996). Sunstein은 미국 법사를 

삼분하는데, New Deal 전 私法[common law]이 지배하던 시대, 심각한 공황을 타개하

기 위해 정부가 전면으로 나서고 公法이 주된 역할을 하던 New Deal 시대, 그리고 현

재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자는 신자유주의와 기조를 같이 하는 규제개혁시대가 그것이

다. 현재의 시대를 그는 post-New Deal 시대로 명명한다.
183) Id.
184) 이와 같은 소신은 Sunstein의 여러 논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컨대, Cass R. Sunstein, “Health-Health Tradeoffs,” 63 U. Chi. L. Rev. 1533, 
1535(1996); Sunstein(註 182); Richard H. Pildes & Cass R. Sunstein, “Reinventing the 
Regulatory State,” 62 U. Chi. L. Rev. 1, 72-76(1995); Cass R. Sunstein, 
“Administrative Substance,” 1991 Duke L.J. 607, 637-639; Cass R. Sunstein, 
“Paradoxes of the Regulatory State,” 57 U. Chi. L. Rev. 407(1990).

근래의 저서인 Cass Sunstein, Free Market and Social Justice(1997)는 위 논문을 

포함한 자신의 주장을 집대성한 것이다.
185) 반론으로는 McGarity(註 175); David M. Driesen, “The Societal Cos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Beyond Administrative Cost-Benefit Analysis,” 24 Ecology. 
L. Q. 545(1997); Thomas O. McGarity, “The Expanded Debate Over the Future of the 
Regulatory State,” 63 U. Chi. L. Rev. 1463(1996).



2002. 12.] 리스크 法 95

서 본 Clinton의 훈령에 의하여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가장 중

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186) Sunstein의 주장에 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 

여기서는 먼저 리스크평가와 비용편익분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리스크評價

가. 리스크評價의 槪念 및 價値

리스크평가는 해로운 물질이나 위험한 상황이 인간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의 

성질과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187) 전술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사전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대처하고자 하는 리스크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므

로, 사전배려의 원칙에 있어서도 리스크평가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사전배려적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서는 “便益리스크評價”(“benefit- 

riskt assessment”)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적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

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리스크평가는 비용편익분석의 전단계로 파악하

는 것이 정확하다. 사전배려의 원칙에도 리스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전

배려 원칙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시된 일종의 반성적 

고려(hindsight)지만,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는 리스크평가가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리스크평가는 “리스크는 蓋然性과 重大性의 函數”라는 원리에서 출발한

다.188) 원자력발전이 가져오는 安全리스크는 사고가 날 확률, 예방 기술이 실

패할 확률, 그리고 인간과 환경에 미칠 결과의 중대성 등을 변수로 한 함수에 

의해 평가되고, 화학물질이 가져오는 毒性리스크는 화학물질의 성질과 이에 

노출되는 경로 및 정도의 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발암물질에 대한 리스크평가를 예로 들어보자. 이것은 보통 네 단계로 구성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물질이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지 여부를 결정하

는 ｢危害性 確認｣(hazard identification) 단계로, 주로 역학적 조사방법이나 동

186) Susan Rose-Ackerman, Rethinking the Progressive Agenda: The Reform of the 
American Regulatory State 33-37(1992).

187) National Research Council은 리스크평가를 “기존의 사실 기초를 이용하여 개

인이나 다중이 위해한 물질과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의 건강상 효과를 결정하는 것”이
라고 정의한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et al., Risk Assessment in the Federal 
Government: Managing the Process 3(1983).

188) McGarity(註 17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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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실험을 이용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인간이 노출되는 위해물질의 양과 그 효

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照射量-反應 評價｣(dose-response evaluation) 

단계로, 동물실험의 결과로부터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추정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 세 번째 단계는, 인간이 위해물질에 노출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露出 評價｣(exposure assessment) 단계로, 예컨대 오염된 지하수를 인근 주민

이 얼마만큼 마시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인간의 건강에 끼치

는 리스크를 수치화해서 평가하는 ｢리스크 規定｣(risk characterization) 단계로, 

리스크는 오염물질의 毒性과 露出量의 함수로 규정되고, 리스크 수치는 발암

물질에 평생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발암률의 증가로 표시되는 것이 통례

이다.189)

이와 같이 진행되는 리스크평가를 硬性的ㆍ定量的 리스크評價(hardㆍ

quantitative risk assessment)라고 한다.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리스크의 개연성의 정도를 잠재적인 치사율이나 피해지역의 크기와 같

이 수량적으로 나타난 수치로 표시하도록 한 후, 다시 전문가들로 하여금 각 

리스크의 크기와 그 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 평가하도록 해

서 주어진 재원으로 최대의 리스크 감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리스크 減

縮의 優先順位를 제공하게 하는 방안이다. 정량적 리스크평가는 후술하는 軟

性的ㆍ定性的 리스크評價(softㆍqualitative risk assessment)와 구별된다.
리스크평가의 長處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190) 먼저 그 도입의 근거논리

라 할 수 있는, 건전한 科學에 根據해 規制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Breyer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규제마다 소요

되는 비용이 다르고, 어떤 경우는 문자 그대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경

우가 있어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과학에 의지해야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대중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과학적 기준에서 봤을 때 근거 없는 感에 의존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이런 감은 대중매체에 의해 선동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먹구구식 판단에 의해 정책이 좌우되는 것을 막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은 당연하다.191) Thomas O. McGarity는 이외에도 과학적 

189) 자세한 내용은 Alon Rosenthal et al., “Legislating Acceptable Cancer Risk 
from Exposure to Toxic Chemicals,” 19 Ecology L.Q. 269(1992).

190) 리스크평가의 가치, 한계에 대해서는 McGraity(註 175)를 주로 참조하 다.
191) 대중의 리스크 인식에 관해서는 Slovic, “Perception of Risk”(註 46); 註 154에

서 인용한 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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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평가의 가치로 다음과 같은 것을 열거한다. 즉, 과학적 준거라는 것은 

또한 政策의 一貫性을 담보하는 좋은 수단이 되고, 불확실한 부분을 분명히 

밝혀 정책의 透明性 확보에 기여하며, 다양한 리스크를 비교할 수 있게 함으

로써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보다 向上된 意思決定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나. 리스크評價의 限界와 定性的 리스크評價

리스크평가가 완벽한 것은 전혀 아니다. Christopher Stone의 말대로 “인류

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192) 

리스크평가에는 실로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화학물질의 경우 

기초적 데이터의 수집조차 어렵다고 한다.193) 이와 같이 불완전하게 수집된 

데이터의 관리ㆍ조정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화학물질의 독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

도 의문이 있고, 그 데이터를 인간에 대한 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도 있다고 한다. 예컨대 인체에 해로운 리스크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動物實驗(animal test), 疫學調査(epidemiological study), 比較推論은 

모두 불완전하다. 동물실험을 보면, 동물에 대한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外揷

(extrapolation)을 하여야 하지만, 다른 種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상례란 점, 인위적으로 작출된 실험실 동물은 短期間에 多量의 

照射量(dose)에 노출되는 데 반해, 사람은 실제 생활에서 長期에 걸쳐 極微한 

조사량에 露出되는 것이 상례란 점 등이 한계로 제시된다.194) 疫學調査는, 문

제가 된 물질에 각기 다른 노출 정도를 가진 두 집단 또는 노출된 집단과 노

출되지 않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발병률을 조사하고 비교해서 그 물질의 위

험성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인데, 실제에 있어서 그 작업의 수행이 매우 어렵

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타협하게 되는데, 그 결과 역학조사의 결과에 큰 

비중을 두기는 힘들다고 한다.195) 比較推論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예

192) Christopher Stone, The Gnat Is Older than Man: Global Environment and 
Human Agenda 24(1993).

193) McGarity(註 175), 13.
194) 예컨대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Benzene이 동물에게는 아무런 향을 끼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John Graham et al., In Search of 
Safety: Chemicals and Cancer Risk 116-17(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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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석면의 발암성은 익히 알려진 것이지만, 그 발병경로는 주로 작업장에서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교추론은 작업장에 있지 아니

한 일반 국민의 환경기준을 정할 때 이미 발생한 작업장에서의 사례를 이용하

여 추론하는데, 이 경우 일반 국민이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그 노출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을 파악한다고 해도 역시 작업

장에서의 결과를 다른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외삽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앞

서 본 동물실험에서의 어려움이 있게 된다.196)

또한 리스크평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는 과학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문제, 즉 “超科學的 問題”(“trans-scientific qeustions”)도 있다고 한다. 무

엇보다도 강조해야 할 것은 리스크평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

라서 리스크평가 자체를 위해서 무한대의 자원을 사용할 수 없다. 환언하면 

리스크평가에는 비용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리스크평가를 다양한 리스크를 비교할 수 있도록 “點數

化”(“point estimate”)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Breyer는 규제로 인한 낭비

가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위해물질의 리스크를 담배의 리스크와 비

교하여 나타냈다. Breyer가 인용하고 있는 연구에 의하면 담배로 인해 암이 걸

릴 확률은 30%인데, 오염으로 인한 확률은 2%, 직업으로 인한 확률은 4%, 식

품첨가물로 인한 확률은 1%가 안된다.197) 이와 같이 “하나의 測定規

195) 조사대상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빈번한 이동, 사람들에 관한 조사내용을 다

시 조사량에 따른 반응으로 재구성하는 어려움, 피조사자들은 여타의 많은 위해물질에 

노출되는 점 등이 통제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하고,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상승효과

(synergistic effect)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로 떠오른다고 한다. 그 결과, 물질의 미

소한 향을 감지하기 어렵게 되는데 그 향은 대개가 측정상의 오류나 피측정자가 

가진 다른 변수에 묻혀 버리는 것이 상례이고, 결과적으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도 그 네가티브 결과가 실제로 향이 없어서 그런 결과로 화했는지 혹은 방법론상의 

결함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한다. Id. 181.
196) 즉,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단기간의 높은 조사량의 효과를 일반 환경에서 생기

는 장기에 걸친 낮은 조사량에 적용하기 위해 외삽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외삽법은 이

른바 조사량-반응 곡선으로 알려진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조사량에 따라 해로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통계 모델이 사용되

는데 각기 다른 결과를 도출하기 일쑤라고 한다. 또한 하나의 곡선이 모든 발암물질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이라고 한다. 낮은 조사량의 크기에 비례해서 변하는 위

험평가는 대개 조사량의 크기에 비례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매우 보수적

인 가정을 사용하고, 그 결과 과잉규제의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Id. 41-47, 
155-1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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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single metric”)으로 비교하는 것은 특히 평가에 내재된 한계를 분명히 하

지 않는 한 문제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198) 각종 물질이 가져오는 리스크의 

성질은 종종 동일시하기 어렵거니와199) 여러 개의 리스크가 내는 相乘效果

(synergistic effect)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리스

크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불확실한 데이터를 하나의 숫자로 還元함으로써 그 

속에 잠재된 불확실성을 은폐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리스크比較評價

(comparative risk assessment; CRA)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여러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비교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계, 즉 이상에서 본 데이터의 부족, 방법론의 한계, 과학 자체

의 한계, 비용에서 오는 한계 하에서, 리스크평가자는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여

야 하고, 그 해석으로부터 추정적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어

떤 단계에서는 데이터와 최종적으로 내리는 리스크예측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일정한 ｢假定｣(assumption)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가정을 설정할 때

에는 科學的 判斷에 의지하려고 하겠지만, 앞서 본 한계가 있는 역에서는 

選好나 價値判斷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부분에 

봉착해서 가정을 세워야 할 때 보수적인 평가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

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가정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과잉규제

로 이어지는 주된 요인이 된다. 요컨대 리스크평가는 결코 完璧할 수도, 價値

中立的일 수도 없다는 結論이다.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자 그 동안 대중의 인식을 무지의 소산으로만 보던 

생각에 큰 전환이 오게 되었다. 즉, 일반대중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전문가

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근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多

197) Richard Doll & Richard Peto, The Causes of Cancer 1256(1981). Breyer(註 

45), 7에서 재인용.
198) Adam M. Finkel & Dominic Golding, “Working Group Discussions,” F&G(註 

157), 187, 194.
199) 예컨대 비발암물질인 납의 신경마비효과는 어떤 임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출의 양에 비례하여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발암물질의 경우는 상대

적으로 먼 미래에 암에 걸리거나 말거나 하는 확률로 나타나고 그 병세가 비례하지 않

는다고 한다. EPA는 과거 납을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리스크로 보지 않았다고 한다. 
EPA는 발암물질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이것은 치사율로 표시되었으며, 바로 이러한 

발암물질에 위험평가를 고착한 것이 작은 리스크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결과

적으로 많은 오류를 만들어내는 방법론을 만들어 내게 된 원인이라는 평가이다.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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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的인 價値觀을 반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Paul Slovic이 적

절히 주장하듯이, 일반 대중은 리스크의 定性的 性質, 즉 리스크의 恐怖性, 生

疎함(unfamiliarity), 不確實性, 非自然性(unnaturalness), 非衡平性(inequity) 등에 

가치를 두고 이것의 차에 따라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200) 바로 

이런 요소가 대중이 양적으로는 작지만 질적으로는 걱정이 되는 리스크(예컨

대 원자력발전소나 독성물질에 의한 암)에 많은 비용이 드는 대책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 양적으로 크지만 질적으로 익숙한 리스크(예컨대 자동차사고, 물 속

의 미생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무감하게 

되는 원인을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201)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반 대중의 인식이 전문가와 다른 것은 사실

에 대한 잘못된 판단 때문이 아니라 가치판단을 달리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

고, 그렇다면 대중의 인식과 다른 전문가의 평가는 대중의 가치판단과 유리된 

전문가 자신의 가치선호가 반 된 결과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은 리

스크평가가 객관적ㆍ합리적이라는 대전제에 치명상을 주는 것이고, 결국 리스

크평가는 전문가의 주관적ㆍ정치적 가치의 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 

리스크평가 자체에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EPA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

지하여, “상대적인 리스크의 정도를 엄정하게 측정하는 것은 환경정책의 형성

에 필수적인 입력정보가 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민주적 제도를 

통해 사회가 어떤 리스크를 먼저 처리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여

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2)

이와 같은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도출된 개념이 바로 軟性的ㆍ定性的 

리스크評價(soft, qualitative assessment)이다. 연성평가는 리스크라는 것이 多次

元的일 뿐만 아니라 대중이 가지는 다양한 정서와 가치체계의 복합체라는 전

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리스크에 대한 연성적 순위 매김은 수학 공식에 의

해 도출될 수 있는 객관적인[formulaic]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주관적인

[impressionistic] 것이라 할 수 있다. 치사율 같은 데이터는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연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에 

200) Slovic, “Perception of Risk”(註 46).
201) 반론으로는 Howard Margolis, “A New Account of Expert/Lay Conflicts of 

Risk Intuition,” 8 Duke Envtl. L. & Pol'y F. 115(1997).
202) F. Henry Habicht Ⅱ, “EPA's Vision for Setting National Environmental 

Priorities,” F&G(註 157), 3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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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노출이 자발적인지 여부, 리스크를 개인이 제어할 수 있는지 여부, 리스

크에 대해 대중이 가지는 두려움, 불신, 불확실성의 종류와 정도, 리스크가 분

산되는 정도가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리스크가 가져오는 사회적 편

익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숫자로 나타난 데이터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연성적 순위매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시작단계에서부터 대중의 

선호에 과학자의 분석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야만 가능하다고 본다.203)

정성적 리스크평가가 정량적 리스크평가의 단점을 많이 희석하 지만 여전

히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먼저 당위적 측면에서는 비교리스크평가는 衡

平에 반하고 社會正義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거나,204) 민주주의와 가치관

에도 귀기울이는 통합적 대응법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뿐이라거나,205) 정량

적 위험평가의 절차적 요소의 결여, 즉, 지나친 전문가에 대한 의존, 특별이익

의 과잉대표 가능성, 과소한 대중참여 기회는 政治的 正當性을 결여시킨다는 

비판이 있다.206)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교리스크평가에는 과학

적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비교리스크평가에 의해 결정된 가

장 큰 리스크와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감축ㆍ제거할 수 있는 리스크는 다른 것

이고, 이 구별은 그야말로 입체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207) 또

203) Adam M. Finkel, “Should We ― and Can We― Reduce the Worst Risks 
First?,” F&G(註 157), 3, 7-8.

204) Robert D. Bullard, “Unequal Environmental Protection: Incorporating 
Environmental Justice in Decision Making,” F&G(註 157), 237, 266.

205) Jonathan Lash, “Integrating Science, Values, and Democracy through 
Comparative Risk Assessment,” F&G(註 157), 69-86.

206) Donald Hornstein, “Paradigms, Process, and Politics: Risk and Regulatory 
Design,” F&G(註 157), 147-165.

207) 양 리스크를 동일시하는 오류는, 리스크평가와 리스크관리를 구별하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안이한 태도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 요컨대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관리는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두 개의 

작업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것이 구분되어 있어 리스크가 큰

지 여부는 리스크평가에서 분간하고, 그 감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관리에서 밝힐 수 있다는 생각은 오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오류가 결국 두 

리스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리스크평가와 리스크관리를 구별하

는 현재의 경향은 실은 자연과학적 불확실성의 문제를 은폐하고 이로써 문제를 악화하

고 있다. 자연과학적 불확실성은 실제 리스크평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매듭을 짓고 그 

전제 하에서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데, 이와 같이 매듭을 짓는 방식을 리스크 관리자

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리스크관리 정책의 결정에 결정적 향을 미친다. 극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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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에서의 분석과 실제로 공식적인 규제결정을 하는 

단계에서의 분석은 다를 필요가 있는데, 관계 당국이 이 양자를 수행할 수 있

는지 의문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큰 행정자원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있

다.208)

(3) 리스크管理: 費用便益分析

가. 비용편익분석의 槪念 및 價値

리스크관리는 리스크평가 후 위해성이 밝혀진 리스크에 대해 이를 규제할 

가치가 있는가, 규제를 한다면 얼마나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

정에서는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측면에서 리스크를 감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의 實行可能性(feasibility)을 탐색하게 된다. 리스크평가는 정책대상인 

리스크를 면 히 조사ㆍ분석하는 순수한 자연과학적 과정이라고 보는데 대해, 

리스크관리는 政治的 要素가 개입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리스크관리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 있다. 우리가 

사는 현실세계에서는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세상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에 직면하

게 되는데, 리스크에 대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

서 리스크관리는 리스크의 완전제거를 목표로 할 수 없고, 주어진 여건 속에

서 총리스크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은 總리스크의 最

小化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스크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

로 제시된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현재의 規制行政法 體系의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리스크 관리자가 자연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는지 여부조차 모를 수도, 자연과학적 불확

실성으로 인하여 전체 리스크평가 결과 자체가 갖는 의미를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자연과학적 불확실성에 관련된 논점에 관한 정해진 해결책은 없다. 그 논제를 어

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부는 리스크평가와 리스크관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단계에서만 

적절히 논의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이 두 단계의 활동을 인위

적으로 나누는 것은 두 과정의 상호작용을 적절히 정의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상의 논

의에 관해서는 Ellen Silbergeld, “The Uses and Abuses of Sceintific Uncertainty in 
Risk Assessment,” Nat. Resources & Env't, 17, 59(Fall 1986); David A. Wirth & Ellen 
K. Silbergeld, “Risky Reform,” 95 Colum. L. Rev. 1857, 1872, fn 31(1995)(Book 
Review).

208) Dale Hattis & Robert L. Goble, “Current Priority-Setting Methodology: Too 
Little Rationality or Too Much?,” F&G(註 157), 107,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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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그 長處는 현행 체계의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Cass Susntein

은 命令統制를 위주로 하는 현행 규제행정법 체계를 “極度로 非效率的”이라고 

평가하는데, 이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 필자는 아직 규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우리 나라에서 찾지 못했지만, 앞서 Breyer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실로 

사치스러운 느낌을 주는 규제가 없지 않다. 또한 대중의 문외한적 인식이 규

제과정에 미치는 악 향, 즉 Breyer가 주장한 대중→의회→규제과정으로 이

어지는 “惡循環”(“Vicious Circle”)이 이런 규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도 전술

한 바와 같다. 따라서 규제 결정을 하기 전에 규제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계량해서 이를 較量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비용의 발생을 막자는 주장 자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비용편익분석 주창자들은 여러 

규제 목표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 보다 중요하고 급한 곳에 규제자원을 사용함

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의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reyer가 “폐
기물하치장을 청소하는 돈으로 … 탁아소, 주택공급, 교육은 차치하더라도 더 

나은 출산 전 검진, 백신 개발, 암 검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

도 결국 규제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자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209) 

이러한 고려의 制度的 表現이 바로 행정규제의 최우선원리로서의 비용편익분

석이다.

규제가 기업, 나아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담을 주지 않고 규제

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피해야 할 社會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악을 피하는 방안에는 비용편익분석 외에 여

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費用效果分析은 주어진 규제 목표를 대전제로 받아들

인 채 그 목표를 最小費用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반면, 費用便益分

析은 규제가 가져오는 편익이 그 비용을 초과할 것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규제 

목표 자체의 수용 여부까지를 검토한다. 바꾸어 말하면, 비용은 비용효과분석

에서는 手段의 선택시 고려되지만, 비용편익분석에서는 目的의 선택시 고려된

다고 하겠다. 수돗물이 식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비용효과적 수단을 

찾는 것이 비용효과분석이라면 근본적으로 수돗물을 어느 정도까지 정화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적의 수준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비용편익분석이다.

이상의 기본적인 근거 논리 외에도 Thomas McGarity는 다음과 같은 점을 

비용편익분석의 장처로 소개한다.210) 비용편익분석은 제안된 규제에 대해서뿐

209) Breyer(註 4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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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대안에 대해서도 분석함으로써 의사결정권자에게 규제결정의 실제

적 효과를 각인시켜 비합리적인 결정에 이르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고, 비용

편익분석이 일반화되면 비용과 편익에 관한 일정한 규준이 생기고, 이를 토대

로 하면 행정부 전체를 관통하는 一貫性 있는 政策 形成이 가능해지고,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객관적 기준 하에 세울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비용보다 

편익이 큰 규제만을 선별해서 진행시킴으로써 불필요한 규제가 경제성장을 저

하시키고 실업을 부추기고 대외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여 결국 국가

체제 전체의 效率性을 진작시킨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을 정책결정에 포함시키

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여론을 형성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행정부에 대해서는 쟁점에 관한 객관적이고 분명한 결정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自己說明性(accountability)를 제고하

는 효과가 있다. 또한 분배적 정의를 위해 제정된 규제프로그램 중에는 그 프

로그램이 보호하려는 대상 계층을 오히려 불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용

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이 수렴하는 대상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와 같은 “規制

의 逆說”(“paradoxes of regulation”)211)을 피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

규제가 중소기업에게 균형에 맞지 않는 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편

익분석은 이러한 효과를 밝힘으로써 결국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

다고 한다.

나. 비용편익분석의 限界

(가) 實際的 限界

비용편익분석은 실제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를 일반화

하면 많은 행정자원이 낭비될 여지가 있고, 규제가 지체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이것을 사법부의 심판대상으로 하게 되면 사법부의 판결을 통과하여야 

하는 데 따르는 위험부담 때문에 규제 자체가 회피될 경향이 있다.212) 이런 

210) McGarity(註 175), 32-49.
211) 규제의 역설에 대해서는 Cass R. Sunstein, “Paradoxes of the Regulatory 

State”(註 184).
212) 이런 현상을 규제의 硬骨化 현상이라 하고, 결국 규제행정이 고사하게 될 위

험성이 있게 된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Thomas McGarity, “Some Thoughts on 
“Deossifying” the Rulemaking Process, 41 Duke L.J. 1385, 1387”; Thomas O. 
McGarity, “The Courts and the Ossification of Rulemaking: A Response to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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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에 Thomas O. McGarity는 비용편익분석은 잘해야 “補充的 規制手段”일 

뿐이고 이를 원칙적 수단으로 받아들인다면 환경법의 “分析”이 아니라 “分解”

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213)

(나) 方法論上의 限界

비용편익분석은 리스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해서, 규제로 인해 감축될 수 있

는 리스크(또는 리스크 감축으로 인한 편익)와, 리스크 감축을 위해 사회가 지

불해야 하는 비용을 비교하여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 리스크저감에 따르는 비

용과 편익을 하나의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費用評價

는 피규제자가 다양한 규제수단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정량적으로 예측하

는 것이다. 피규제자는 규제가 내려지면 이에 따르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되

는데, 이때 어떤 리스크감축 기술을 채택할 것인가, 공정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가, 어떤 대체물질이 있을 수 있는가 등을 고민하고 선택하여야 한

다. 비용평가는 이와 같이 규제로 인해 유발되는 변화를 金錢的 利益으로 환

산해 나타내는 것이다. 보다 세련된 비용평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間接的 變

化, 예컨대 소비자 가격, 자본 조달가능성, 생산성, 고용, 무역균형 등에 대한 

향도 고려한다고 한다.214) 비용평가는 순수한 경제적 판단을 지향하지만, 앞

서 본 리스크평가와 마찬가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가정

과 추론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가정과 추론에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선호 

내지는 정책적 선택이 개입되게 된다. 그 결과 비용평가의 결과도 결국은 정

책 의존적이고, 따라서 불확실한 것이 된다.215)

便益評價는 비용평가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편익평가의 전제가 

Seidenfeld,” 75 Tex. L. Rev. 525(1997). 우리 나라의 문헌으로는 박수헌, “미국행정법

에 있어서 규칙제정시 행정청의 비용ㆍ편익분석의 사용과 규칙제정기피의 문제”, 토지
공법연구 제11집, 133.

213) 이 비유는 McGarity와 Shapiro의 은유를 의역한 것이다. Thomas McGarity 
and Sidney Shapiro, “OSHA's Critics and Regulatory Reform,” 31 Wake Forest L. Rev. 
587, 617, 626(1996)(risk assessment is “not ready for prime time”; cost-benefit analysis 
is a recipe for “paralysis by analysis.”).

214) Thomas O. McGarity. Reinventing Rationality: The Role of Regulatory 
Analysis in the Federal Bureaucracy 127-28(1991).

215) 대표적인 연구로는 Lester B. Lave, The Strategy of Social Regulation: 
Decision Frameworks for Policy 23-25(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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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리스크評價가 방법론적 한계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덧붙

여 이런 한계 하에서 평가된 리스크에 금전적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 즉, 비용

편익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수 있도록 양자를 하나의 測

定規準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비용이 금전적 이익으로 쉽

게 표시되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자들은 건강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의 감소

를 ―즉, 리스크평가에 나타난 리스크를 규제로 低減함으로써 생기는 便益을 

金錢的 利益으로 환산하려고 한다. 바로 이 과정, 즉 건강과 환경에 대한 편익

을 금전적 지표로 환산하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이 있게 되는데, 전문가

들 사이에서조차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216) 예컨대 석면의 사

용을 점진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로 나아가기 전에 그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비

교한다고 하자. 이 결정이 초래하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석면을 사용하

는 용처, 생산량, 대체품의 조달가능성, 가격 등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편익은 더 어렵다. 먼저 신뢰할 만한 리스크평가가 

있어서 이로부터 석면이 가져오는 리스크를 보고, 석면의 점진적 폐기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지 판단한 후, 그것을 금전으로 산정해야 하

는 것이다. 인간의 건강ㆍ생명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

킬 것은 불문가지이고, 환경, 자연자원에 대한 가격 산정은 오죽 하겠는가. 시

장론자들은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편익을 과소계상하려고 할 것이고, 환경론자

들에게서는 그 반대로 나아가는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환경가치와 같이 시장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화의 가치를 측정

하는 방식으로 支拂用意額(willingness to pay; WTP)을 사용한다.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소비자가 자기소득 가운데 희생하고자 하는 부분을 들어 

가치선호의 크기를 나타내고 이를 지불용의액이라고 부른다. 즉, 지불용의액이

란 소비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대가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다. 이러한 지불용의액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예컨대 환경질 개선을 위해 부담

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직접 대답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을 假想價値評價法(contingent valuation methods, CVM)이라고 하는데,217) 

이를 통해 사람의 생명의 가치, 환경의 가치 등을 측정한다. 즉, 환경을 보호

하기 위한 규제를 시행하는데 비용이 든다면 피설문자는 이에 대해 얼마나 지

216) McGarity(註 214), 143-53.
217) 권오상, 환경경제학(박 사), 38, 299 이하(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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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이

다. CVM은 설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피설문자의 답변에 큰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218)

지불용의액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얼마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의 도덕적 가치에 관해서는 아무런 증명도 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비판

이 있는데다가, 측정방법을 달리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는 대가로 얼마

를 요구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사뭇 달라진다고 한다. 무엇을 

포기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액수를 희생용의액(willingness to sacrifice; WTS)이

라 하는데,219) 이것은 매우 위험한 작업이 요구되는 직업을 택할 때 요구하는 

액수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런데 이 희생용의액이 지불용의액보다 큰 액수

로 나타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편익을 평가할 때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

느냐에 따라 평가되는 액수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McGarity는 

이를 “暴露된 選好”라고 하면서 비용편익분석은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의 선호나 가치를 제대로 반 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220)

또한 편익은 대개가 미래에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현재 지출하

는 비용과 비교하려고 하면 미래의 편익을 現在價(present value)로 환산하여야 

한다. 현재가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割引率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할인율을 높이 정하면 환경적 가치에 불리하게, 낮게 잡으면 

환경보호의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할인율의 산정은 지극히 미래예측적이

고 주관적이어서 여기에 많은 선호와 가치가 개재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비용편익분석을 기초로 규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규제의 우선순위를 점수화하려는 시도는221) 앞

서 본 방법론상의 한계를 단서로 달지 않는 한 문제를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 Raison D’être에 대한 批判

비용편익분석의 근거 논리(rationale)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판이 있다. 비

용편익분석 주창자들은 규제로 인해 낭비되는 비용을 심지어는 개발도상국의 

218) Farber(註 52), 35-69; McGarity(註 175), 65-67.
219) Farber(註 52), 99-101.
220) McGarity(註 175), 63-65.
221) 예컨대 Richard H. Pildes & Cass R. Sunstein, “Reinventing the Regulatory 

State”(註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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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은 그 주창자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 거대 기업, 동업자 단체, 이들이 운 하는 사설연구소라고 한다.222) 비용

편익분석으로 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이를 배분적 정의에 부합하게 배분하는 방

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배에 있어서 기여하는 점은 없다.

오히려 비용편익분석은 보호적 입법을 좋지 않게 보는 일종의 편견을 형성

케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규제는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어 비용을 부

담하는 계층과 혜택을 보는 계층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국가공동체를 구성해 일정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마당에야 당연히 받아들

여야 할 각자의 몫이다. 그런데 편익의 증명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규제전 비

용편익분석의 관문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특정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223)

앞서 본 방법론상의 한계는 비용편익분석이 내세우는 合理性, 客觀性이라는 

주제어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규제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지만, 

막상 따져보면 방법론상의 한계로 인하여 매우 政治的이고 主觀的이라는 사실

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용편익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는 과정에는 

서로 비교하기 어려운 가치들 사이의 선택 ―그것도 인간의 건강ㆍ생명 對 

경제적 윤택과 같은 실로 相剋的 價値의 爭鬪가 내재해 있고, 國民이 代表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상례인 가치들 간의 選擇이 국민과 정치적으로 절연된 소

위 專門家 그룹의 계산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던져준다

고 하겠다.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고학력의 전문가들일 텐데 앞

서 본 방법론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분석을 기초로 정책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비용편익분석시 가정의 설정과 추론과정을 통해 불가피하게 개입

된 이들 전문가들의 선호나 가치에 加重値가 부여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

다는 것이다.224) 이를 심하게 이야기하면 경제학자들에게는 환경적 가치라는 

것도 재무제표에 표시될 수 있어야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

은 사고방식, 다종다양한 가치를 금전으로 표시된 비용과 편익으로 환원하려

는 사고방식은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심오한 價値體系에 대

222) McGarity(註 175), 34.
223) McGarity(註 175), 56-57.
224) Adam M. Finkel, “Afterthoughts,” F&G(註 157), 335; Donald Hornstein, 

“Reclaiming Environmental Law: A Normative Critique of Comparative Risk Analysis,” 
92 Colum. L. Rev. 562, 626-27(1992); Gillette & Krier(註 3), 1072-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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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무감각 증세를 보이게 할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의 가장 큰 약점은,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쉽게 편익분석에 포

섭되지 않는 가치를 놓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결국 사회 공동체의 가치체

계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는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단 한 번 하는 비행기 여행 시에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평생 

두 개비의 담배를 피운 사람이 사망할 확률과 같은 백만분의 일인 데도 담배

를 매일 한 갑씩 피는 일반인들은 비행기타는 것을 훨씬 두려워한다. 이러한 

단순비교를 통해 비행기 안전에 엄청난 비용을 사용하게 하는 규제를 평가하

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 대중이 흡연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 너

그러운 자세를 보이면서 비행기탑승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에 대해 규제할 것

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에 대해 스스로 결

정할 수 있는 私的 自治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흡연에 대한 태도와 비행기탑

승에 대한 태도는 같은 수치에 표시되지 않는 각기 다른 가치를 담고 있는 것

이다. 요컨대 비용편익분석은 이와 같이 다양한 면을 가진 가치체계를 담기에

는 부적절하고, 단 하나의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려고 하며, 결국 사회의 

가치체계를 제대로 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보호 또는 리스크에 대해 겪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과 같은 쉽게 수치화

할 수 없는 가치는 비용편익분석에서 제외되거나 경시되는 것이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은 그 기저에 효용을 메타가치로 보는 效用主義的 價値觀

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사회 전체에 큰 향

을 끼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비용편익분석은 결

국 環境法의 弱化 내지 解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미국의 경험이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국민의 

가치 선택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로지 비용효과적 수단에 치중하는 

費用效果分析을 내용으로 하는 Unfunded Mandates Reform Act가 미의회를 통

과한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費用便益分析을 골자로 하는 The Risk 

Assessment and Cost Benefit Act는 미의회를 통과하는 데 실패한 것이 그 예

이다.225)

225) 이 법률안은 Comprehensive Regulatory Reform Act of 1995의 한 내용이다. 
이 법안에 관한 문헌으로는 Gimpel(註 176); Sunstein(註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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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美大法院의 態度

이제까지는 리스크 문제를 통할하는 기본원리로서의 사전배려의 원칙과 비

용편익분석을 살펴보았다. 미대법원도 리스크 문제를 통할하는 기본원리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판결을 선고하 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리스크에 관련된 초기 판례인 Snail Darter 판결과 휘발유 속의 납함유

량에 관한 Ethyl Corporation 판결에서 미대법원이 사전배려적 태도를 취하

음은 전술한 바이다. 이외에도 제8 Circuit의 연방고등법원이 판시한 Reserve 

Mining Company 판결이 사전배려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226) 그러

나 이와 같은 미연방대법원의 사전배려적 태도는 Three Mile Island 인근 주민

이 원자로 재가동에 대해 제기한 Metropolitan Edison Co. v. People Against 
Nuclear Energy 사건227)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더니 1980년 선고한 Industrial 

226) Reserve Mining Company v. United States, 514 F.2d 492(8th Cir. 1975)(en 
banc). 이 판결에 대해 자세한 소개와 평가를 한 문헌으로는 Farber(註 52).

227)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가 Three Mile Island에 남

아 있는 손상되지 아니한 원자로를 다시 가동함에 있어 필요한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

는데 이때 인근 공동체에 미친 심리적 향을 포함시키라는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연

방대법원이 뒤집은 사건이다. 환경 향평가는 대중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연방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대중의 건강에는 정신적 건강이 포함되어야 한다

는 데 큰 이견이 있을 수 없겠다. 한편,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 항상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면, 정신적 고통으로 위장한, 당해 국가의 행

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그 중에는 이익집단도 당연히 포함된다― 의 사적 견해에 대

해서, 그것이 아무리 무지의 소산이라 하더라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이한 결론이 

된다. 이 사건 판결문을 작성한 Rehnquist는, 심리적 건강에 대한 향은 환경정책기본

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에서 고려하고 있는 바라고 이 사건 판결

문을 시작하 으나, 환경상 변화와 심리적 향 사이의 긴 한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된

다고 결론을 맺는다. 즉, NEPA는 물리적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지키려고 

한다고 판시하 다. NEPA가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향을 미치는 모든 

작용에 대해 환경 향평가를 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리적 환경에 향을 끼침으로써 

그 결과 인간의 심리적 건강에 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만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라

는 것이다. 환언하면 이해관계인이 문제의 프로젝트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으

니 그 프로젝트는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향을 끼치는 것이 되고 따라서 환경 향평

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문제의 프로젝트로 인하여 물리적 

환경에 향을 미치고 바로 그러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심리적 건강 간에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긴 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겠다(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향을 끼치는 것 중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에 대해서만, 환언하면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고려). Rehnquist는, 이 사건에서 원자로의 재가동(물리적 환경의 변화)과 인근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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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Dept., AFL-CIO v.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일명 “Benzene” 사건)

에서228) 리스크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틀이 제시되기에 이른다. 이 판결은 

표면적으로 직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의 법규정의 

해석에 관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리스크 문제에 접근하는 일종의 확립된 

연방보통법을 창출한 것으로 해석229)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소개가 필요하

다고 본다.230)

리스크의 완전 제거라는 절대주의적 태도는 다른 면에서 보면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완전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채택할 수 없고 따라서 일응

의 기준을 정해 리스크를 감축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개별 환경법 대부분

이 그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실행가능한 정도까지 건강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

라는 이른바 “實行可能性”(feasibility) 기준을 택하고 있다. Benzene 사건은 이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관한 기본 틀을 제시한 것이다. 미대법원

은 5대 4로 나뉜 판결에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독성물질에 

평상 수준으로 노출될 경우 위해를 입게 될 리스크가 “重大”(“significant”)하다

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 다.

노동부 장관은 벤젠이 발암물질이고 노출되었을 때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가져다주지 않는 안전한 수준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노동자들이 벤젠에 노출될 경우 허용될 수 있는 空氣 중 벤젠 수준을 10ppm
에서 1ppm으로 낮추었다. 1ppm은 노동부장관 개인이 생각하기에 실행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기준을 정함에 있어 노동부 장

관은 규제의 편익과 비용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노동부 장관 ―실제로는 노동부 장관 밑에 있는 직업안전보건청(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gency: OSHA)은 이 기준이 약 3만 5천 명 정도의 근로자

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 이 기준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산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비용은 실로 엄청났는데, OSHA의 자체 

평가로도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초기 투자해야 할 비용이 5억 달러, 매년 들

의 심리적 고통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NEPA가 상정하는 상

당한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 다. 
228) 448 U.S. 607(1980).
229) Percival(註 62), 519.
230) Daniel Farber는 이 사건에 관한 자세한 평석을 하 다. Farber(註 52), 74-78. 

이하는 이에 의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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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 비용이 3천 4백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업계가 일치단

결해 이 기준을 무효화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이 의아하지 않다. 업계는 이 규제

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현재의 노출기준 즉 

10ppm 하에서도 6년에 2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를 1ppm으로 낮

추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었다. OSHA는 이 주장을 각하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업계가 주장하는 사망률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보다 분명하게는 리스크 수준은 

노출기준을 정하는 데 무관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즉, “벤젠에 노출되더

라도 어느 수준 밑이면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수준이 확실히 

정해질 수 없고, 예상되는 편익을 정확히 계량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관계 아

래에서라면, OSHA는 노출되는 근로자를 가장 보호할 수 있는 노출 기준을 선

택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231)

미대법원은 OSHA가 낮게 평가된 리스크를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1ppm으로 강화된 OSHA의 노출기준을 무효화하 다. 판결에 따르

면, OSHA는 공기 중 10ppm 수준의 벤젠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건강상 피

해를 입을 리스크가 중대하다는 사실을 실체적 증거에 기해 立證하 어야 했

다. 즉, 위해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위해가 중대

해서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

기 위해 定量的 리스크評價를 수행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 판시 부분은 보

기에 따라서는 OSHA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사실

은 리스크를 평가할 때 보수적인 가정을 전제로 할 수 있는 재량을 OSHA에

게 부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OSHA가 리스크가 중대한지 여부에 

관해 분명히 결정하 다면 그 리스크를 평가함에 있어 보수적 가정을 채택했

더라도 이것은 OSHA의 재량범위 내에서의 판단이므로 법원은 이를 존중하겠

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미대법원은 “리스크의 重大性”(“significant 
risk”)이라는 요건이 數學的 嚴正性을 가지고 입증해야 할 요건이 아니고, 

OSHA가 나름대로 축적한 전문성에 의해 판단한 결과 중대한지 여부를 결정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했다. 미대법원은 OSHA로 하여금 리스크가 중대

하다는 사실판단을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아가 미대법원은 “행정부가 사용하려고 하는 가정이 

존중할 만한 과학적 사고에 의해 지지된다면, 행정부는 발암물질에 관한 데이

231) 448 U.S.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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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해석함에 있어 자유롭게 보수적 가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과잉

규제를 결과하더라도 같다”고 판시하 다.232) 그리고, 리스크의 중대성을 판단

할 때, 피하고자 하는 결과가 일어날 蓋然性뿐만 아니라 실제 사고가 발생했

을 때 있을 수 있는 被害의 重大性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미대법원

은 보고 있다고 해석된다.233)

한편, Benzene 사건 이후 제기된 직업안전보건법 관련 사건에서234) 미대법

원은, 전술한 과정을 거쳐 리스크의 중대성이 확인되면 OSHA는 반드시 실행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하 다. 이때 費用便益分析은 법에 의해 요구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적

절하지도 않다고 했는데, 그 까닭은 직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실행가능한 

조치에서 “實行可能”(“feasible”)이라 함은 辭典的 意味, “이루어질 수 있고, 실

행될 수 있고, 달성될 수 있는”(“capable of being done, executed, or effected”)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대법원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의회의 뜻을 존중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의회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이라는 편익을 

이 편익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고려요소 위에 

둠으로써, 비용과 편익 사이의 기본적 관계를 설정하 ”기 때문이다.235)

이상을 요약하면 미대법원은 OSHA가 제정한 작업장에서의 공기 중 벤젠 

농도가 합리적 근거없이 지나쳐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안전이라는 

것”(“safe”)은 “리스크가 없는 것”(“no risk”)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重大한 

리스크가 없는 것”(“no significant risk”)을 의미하고, 행정부처는 업계에 부담

이 되는 규제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량적인 위험평가를 거쳐야 하지

만, 어떤 리스크가 중대한지에 관한 판단은 행정부의 전문적 판단에 맡긴다는 

판결을 했다. 또한 관련법의 기준이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를 강구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단 리스크가 중대하다고 평가하면 비용편익분

석을 시행할 필요없이 곧 바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이와 같은 미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연방고등법원의 판결 중에는 

232) 448 U.S. 655-56.
233) Farber(註 52), 77.
234) American Textile Mfrs. Inst. v. Donovan, 452 U.S. 490(1981)(일명 Cotton 

Dust 사건).
235) 452 U.S.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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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행정규칙(이 사건에서는 석면 사용의 점진적 금지조치 고, 이에 대해

서는 심도깊은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 다)보다 업계에 미치는 향이 미약한 

代案的 규제조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 다는 이유로 환경

보호청(EPA)의 행정규칙을 무효화한 판결이 있다.236) 그러나 이 판결은 다른 

개별환경법에 관한 분쟁에 대한 판결이고 사실관계의 기초가 다르다. 따라서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벤젠 판결이 리스크 문제에 대한 미대법원의 태도를 확

인할 수 있는 현재의 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한편, Clinton 행정부가 발한 대통령훈령이 행정각부에 대하여 행정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인데, 

현재까지 이 대통령훈령과 관련되어 선고된 미대법원 판결은 ―필자가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없다.

(5) 評價 및 提案

가. 民主主義 v. 技術主義(Technocracy) 또는 自由主義 v. 共和主義

리스크 문제는 귀납추론적 인식에 기해 經驗則이 성립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 不特定 多數人과 관련되어 있어 우

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규칙, 즉 사법체계나 경찰행정법으로는 그 해결을 기

대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게 되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개

별 환경법은 그 예라 하겠다. 새로운 규칙의 제정은 그 수범자인 사회의 구성

원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따

라서 많은 사람들이 규칙의 제정에 관심을 갖고 이에 매달리게 된다.

근래에 들어 비단 리스크규제뿐만 아니라 여타의 규제 일반에 대해 많은 문

제점이 제기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대중정치의 폐해가 나타난

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바로 정부의 실패, 규제행정의 비효율로 연결된

다. 특히 리스크 문제에 관한 대중의 인식은 정보에 근거하지 않고 내려지는 

주먹구구식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서 자칫 알라미즘(alarmism)이나 포퓰리

즘(populism)에 휩쓸릴 위험이 다분하다. 大衆의 門外漢的 認識은 Stephen 

236) Corrosion Proof Fittings v. EPA, 947 F.2d 1201, 1229-30(5th Cir. 1991). 이 

판결에 대해서는 실로 유해물질관리법(TSCA)에 기해 내려진 위해화학물질에 대한 포

괄적 예방조치에 대한 弔鐘을 울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AFL-CIO v. OSHA, 965 F.2d 962(11th Ci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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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yer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대중→의회→규제과정으로 이어지는 “惡循環”

을 형성했고, 그 결과 사전배려의 원칙으로 대표되는 기존 환경법의 硬直性과 

浪費性을 초래하게 된다. 아무리 고상한 원칙이라도 그 적용에 따른 예상치 

못한 結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絶對主義的 思考의 위험

도 알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고 이것은 사회 전

체의 비효율로 이어진다. 그 결과, 사전배려적 규제는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결국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기에 이

른다.

실패한 규제를, 공법을, 환경법을 합리화하자는 데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석면의 사용으로 인해 사망하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

가 소요되는데, 실상 따져보면 석면사용에 따른 리스크가 이쑤시개를 삼켜서 

사망할 리스크와 같다고 하면, 상식에 반하는 규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

기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합리화하자는 주장은 필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費用便益分析은 바로 환경법, 나아가 공법일반의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

된 것이다.

그러나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규제를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비용편익분석을 “分析”해보니 方法論上 限界가 노정되고 이 방법론상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假定과 推定이 필요하게 된다. 규제의 채택 

여부를 과학적인 판단에 의지하게 하려고 시작한 비용편익분석에 이 가정과 

추정을 통하여 엘리트들의 가치ㆍ선호가 전문적 판단이라는 가면을 쓰고 가중

치를 부여받으며 개입하는 것이다. 방법론상의 한계는 비용편익분석을 主觀化

ㆍ政治化할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 개선책으로 리스크평가와 리스크관리를 분리해서 리스크평가는 정치적 

선호가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과학적 판단과정으로 만들고 정치적 선호는 리

스크관리에서 공개적으로 주장시키자는 주장도 제기되지만,237) 양자의 절연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는 결론이다. 리스크평가는 리스크관리의 목

적과 상호작용하면서 시행되어야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크평가와 리스크관리가 분리할 수 없다는 깨달음은 다시 중대한 認識의 

轉換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바로 일반 대중의 리스크 인식이 無知의 所産이 

237) William D. Ruckelhaus, “Risk, Science, and Democracy,” Revesz(註 155), 
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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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多元的인 價値觀을 反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 대중이 리스크에 

대해 전문가와 다른 인식을 하는 것은, 대중은 전문가들이 보지 않거나 못하

는 부분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대중이 사실에 대한 잘못한 판

단을 해서가 아니라 가치판단을 달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은 윤택한 삶

보다 안전을 택했다고 볼 수 있고, 경제활동의 자유보다 사적 자치, 신체의 완

전성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일반인들의 리스

크에 대한 인식은 定量的으로 판단할 수 없는 定性的인 價値가 함유되어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가치 결단은 비용편익

분석의 주창자들이 비난하는 실정법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 우리 나라 헌법

의 환경권은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공법이 발전한 역사적 맥락 또한 비용편익분석을 상위원리로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된다. 리스크에 대응한 公法이 등장하게 된 것은 기존의 규칙 특히 사

법기제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비용편익분석을 리스크에 대응하는 

주위적 방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시 私法 틀로 회귀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에 관해 엄 한 분석을 하고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공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잊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비용편익분석을 모든 규제에 강요하면 공법과정 전체가 마비될 수 있고, 

모든 정치적 결정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그 가부를 따지

게 되는 문자 그대로 “James Madison이 우려한 惡夢”(“Madisonian nightmare”)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면 旣存法을 상징하는 사전배려의 원칙과 이에 대한 改革策을 상

징하는 비용편익분석 모두 각각의 長短功過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

국은 양자를 적절히 取捨選擇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분명한 것은 이 

문제에 관하여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자에서의 선택은 權利 대 

效用, 市場 대 政府, 私法 대 公法, 直觀 대 機械的 公式의 선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양자에 대한 취사선택은 民主主義와 技術主義(technocracy)에 대한 선택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실제로 Breyer는 악순환을 끊고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國參事院(Conseil d'Etat)과 같이 엘리트 간부집단을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규제과정을 합리화하도록 하고 나아가 이들을 대중의 압력으로부터 절

연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법제도적 처방으로 전문가 집단에 대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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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행정재량, 보다 적은 법률적 제약, 보다 적은 사법심사를 제시한다.238)

그러나 Clayton P. Gillette와 James E. Krier가 이미 전에 경고했듯이, 기술

주의는 “民主主義에 대한 리스크”를 창출한다.239) 프랑스의 국참사원은 매우 

中央集權的이고,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우며, 국민들에 대한 自己說明性이 부족

할 뿐만 아니라 기술관료(Technocrats)의 捕獲(capture) 可能性과 地代追求 可能

性을 생각하면 이들이 대중의 요구를 수용한 보다 합리적인 처방을 내놓는다

고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공법의 발전사를 상고해보면 크게는 플라톤적인 寡頭制(Platonic 

Oligarchy), 작게는 비용편익분석에 의존하려는 발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어

렵지 않게 깨닫게 된다. 현재와 같은 節次主意(proceduralism)가 등장하게 된 

것은 행정절차와 사법심사가 행정관료의 지나침을 견제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책임을 더욱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이다. Morton J. Horowitz가 설파하

듯이 “이차대전 후, 사회적ㆍ법적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과학적이고, 중립

적이며, 비정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衰하고 

그 자리에 절차주의가 다시 등장한다.” “1946년 이후, 규제국가에 대한 공격은 

사회과학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지적 도전과 함께 손을 

잡고 힘을 얻기 시작하 다. 절차주의의 승리는 專門家主義(professionalism)의 

희생으로 생겨났다.”240) 요컨대 David A. Wirth와 Ellen K. Sibergeld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보다 많은 기술주의는 보다 감소된 민주주의를 결과하는 것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다.241) 오히려 미국에서 발견되는 흐름은, EPA를 

정치적으로 보다 민감하도록 하기 위해 독립행정청에서 대통령 산하의 행정청

(Cabinet agency)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주류라 한다.242) 또한 대중의 무지몽매

한 외침이 환경에 대한 헌신을 이루는 본질적 요소 다는 역사적 사실도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중이 시작하여 전국가적 과제가 된 환경 운동에

서 이를 개혁하기 위해 대중이 빠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法原理면에서도 비용편익분석을 리스크법의 최고의 원리로 하는 것은 문제

238) Breyer(註 45), 70.
239) Gillette & Krier(註 3).
240) Morton J. Horwitz,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Law 1870 1960: The 

Crisis of Legal Orthodoxy 233, 235(1992).
241) Wirth & Silbergeld(註 207), 1882-83.
242)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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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Donald T. Hornstein의 주장대로 비용편익분석이 規範體系의 根幹을 흔

드는 것은 물론,243) 비용편익분석이 상충하는 다른 원리와 較量的 調整을 거

치지 않고 적용된다면 法體系 자체에도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Vitor B. 

Flatt이 비용편익분석은 汚染者負擔의 原則도 죽이고 私法의 原則도 죽인다고 

한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244)

다른 한편,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논의를 기술주의로 몰아가는 극단론을 피

하고 民主主義 내에서 代議制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전배려와 비용편익분석의 다툼은, 리스크를 취사선택

함에 있어 전문가와 일반 대중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환언하면 대중과 전문

가 사이에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준이 서로 다를 때 정부는 전문가에 의한 리

스크評價를 실시하고 이에 터잡아 정책의 優先順位를 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로 볼 수 있고, 이것은 다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

냐, 즉 국민의 의견을 그대로 반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봉사하는 것인가 아

니면 일반 국민을 교육해서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봉사하는 것인가의 문제로 환원해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Thomas Jefferson과 같이, 국민의 가치선택을 그대로 反映하는 것이 민

주주의에 봉사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고,245) Edmund Burke

와 같이, 국민의 선택을 올바르게 形成해 나아가는 것이 민주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246) 양자에 대한 평가와 선택은 철저히 독자의 몫이다. 다만 

243) Hornstein(註 224).
244) Victor B. Flatt, “[H]e Should at His Peril Keep it There...: How the Common 

Law Tell Us That Risk Based Corrective Action is Wrong,” 76 Norte Dame L. Rev. 
341(2001); Donald T. Hornstein도 최근에 발표한 에서 비용편익분석이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고사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Donald T. Hornstein, “Purchasing 
the Environment: Positive, Normative, and Pragmatic Considerations In Purchasing, 
Rather than Regulating, Environmental Protection”(2002년 4월 4일,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orking Group Seminar 발표 논문, 필자 소장) 

245) Thomas Jefferson의 주장은 다음의 서신에서 잘 알 수 있다. “사회의 종국적 

권력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은 국민밖에 없다. 만약 국민이 자신의 권력을 재량껏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계몽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치유책은 권력을 그들에게

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이 재량을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Jonathan B. Wiener, “Risk in the Republic,” 8 Duke Envtl. L. & Pol'y Forum 
1, 13(1997).

246) Edmund Burke의 주장은 다음의 연설에서 잘 나타나 있다. “여러분의 대표는 

여러분에게 근면 봉사해야 할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어야 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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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를 택하는 경우에는 비용편익분석에 기해 국민의 가치선택을 선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理性의 

표출로서의 법의 역할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Jonathan B. Wiener는 후

자의 입장을 취해서, 가령 대중의 리스크 인식이 사실에 대한 인식상의 오류

가 아니라 가치 선택의 결과라 하더라도 정부가 이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서는 

안 되고 대중의 가치선택을 여과해 반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리스크

평가를 정성적인 면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이것을 리스크정책의 기

초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다.247)

나. 法實用主義와 公法의 柔然化(flexibilization)

앞서 기술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대의제와 공화주의적 대의제가 리스

크법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보았는데, 이 논쟁의 근저에는 대중의 인식은 다

원적 가치관의 반 이고 전문가에 의한(리스크평가를 거친) 비용편익분석은 대

중의 인식을 반 한다기보다는 전문가의 선호가 내재되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

다. 발상을 전환해서 만약 전문가의 선호로 치부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이 국

민의 선호를 다른 차원에서 반 하고 있다고 받아들인다면 양자를 모두 고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Jonathan B. Wiener는 “共和國의 

리스크”라는 제하의 에서, 전문가의 평가와 대중의 인식 모두 나름대로의 

의미와 오류가 있다고 전제한 후, 전문가의 평가도 실제 국민의 선호를 반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전문가들은 자신의 가치선호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市場에서 表出된 국민의 선호에 치중하여 리스크를 평가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평가라는 것과 일반 대중의 인식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

에서 일반 대중의 선호와 가치 선택을 읽은 것이라고 주장한다.248) 나는 

Wiener의 주장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본다.
우리가 사는 사회공동체에는 두 가지의 주된 의사결정 방안이 있다. 一人一

무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대표가 자신의 판단을 희생하고 여러분의 판단에 따른다

면, 그것은 여러분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Id.
247) Id. 13-17, Frank Cross도, 대중의 가치는 경우에 따라서는 편견에 사로잡혀 

자유의 원칙에조차 반하는 있는 경우가 있어, 국가는 공공정책의 역에서 그런 가치 

선택을 불법적인 것으로 또는 최소한 교육을 통해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대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Id. 11.
248) Id.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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票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政治와 一錢一票의 원리에 의해 돌아가는 市場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적 효율성은 시장에서 추출된 기준으로 많은 경제학자들

이 이를 최고의 기준으로 여긴다. 다른 한편, 효율성이라는 기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효율성은 공공정책과 무관한 것이라고 보고 공공정책은 

정치과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Daniel A. Farber가 적절히 지적했듯이,249) 정치와 

시장 모두가 일반 대중의 가치관을 반 하고 있으며, 이 두 機制가 사회적 가

치체계에 관한 정보의 원천이 된다는 면에서, 이 두 기제는 모두 공공정책을 

형성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남는 문제

는 정치와 시장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더 둘 것인가이다.

정치와 시장 중 어디에 基準線(baseline)을 둘 것인가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백가쟁명의 양상으로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지만, 크게 분류하면 市場, 政
治, 中立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을 기준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표적인 학자인 Richard Epstein은 정치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

하지 않는 한 자생적으로 생겨난 질서인 시장을 기준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

장하지만,250) 많은 학자들이 현대복지국가에서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아니한 주

장으로 보고 있다.251) 정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개별환경법이 의회를 통과

하여 30여년 가까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 치중해 환경적 가치에 더 큰 비

중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環境權을 주장하는 Mark Sagoff,252) Thomas O. 

McGarity 등을 들 수 있다.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Ronald Dworkin과 

政治를 중요시했다가 中立으로 선회해 앞서 본 대로 비용편익국가의 주창자가 

된 Cass Sunstein253) 등이 있다.

또한 정치와 시장 중 어느 한 쪽에 우선순위를 주는 경우에도 다른 편에 대

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주느냐라는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생각할 수 있는 방

249) Farber(註 52), 37.
250) 예컨대 Epstein(註 50). Guido Calabresi도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Guido Calabresi, A Common Law for the Age of Statute(1982).
251) 대표적인 학자는 Cass Sunstein이다. 이에 관해서는 Cass Sunstein, After Rights 

Revolution(1990).
252) Mark Sagoff, The Economy of the Earth, Philosophy, Law, and the 

Environment(1988).
253) 그의 입장을 알기 위해서는 Sunstein, Free Market and Social Justice(註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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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는 먼저 정량적인 비용편익분석을 먼저하고 다음 단계에서 비용편익분

석이 잡아내지 못한 가치측면을 반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254) 다음으로 

Daniel Farber가 제시하듯이, 의회를 통과한 환경법에 천명된 국민의 의사를 

가장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Farber는, 미국민들이 수많은 환

경법의 입법을 통해 가치판단을 드러낸 만큼 이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어 미국 환경법의 기본적 태도인 實行可能性(feasibility)을 이용해서 “터무니

없이 불균형적인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실행가능한 정도까지 정부는 환경

리스크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공식을 도출하 다.255)

나는 이 부분에 관해 견해를 밝히기에는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

히 시인하고, 이 문제에 관한 입장표명을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다만, 

우리 나라의 실정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Farber의 견해가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의 분석은 사실 개별환경법 조문

에 충실하되, 다만 그 수단의 선택에 있어 比例의 原則에 의해 과잉적 수단을 

배격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별 환경법의 구체적 기준과 비용편익분석을 취사선택함에 있어 어떤 조합

을 채택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합을 담은 공식을 모든 리스크에 관련된 행정결

정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경시한 소치이고, 따

라서 大原理 차원뿐만 아니라 개별구체적인 상황에서도 政治性과 合理性을 함

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아무리 합리적인 원리

를 도출하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법

원리, 실정법규,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한 미세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

야만 공법이, Luhmann이 이야기한 대로 거대한 관료집단에 의한 “因果律의 

事前 選擇”(“causal preselection”)으로 지탄받지 않을 수 있다.256)

한편,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결정의 틀이 잡히기 전에 그리고 그 틀 속에서 

법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정립되기 전에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어쩔 수 

254) Daniel A. Farber는 이를 “受容的”(“Kinder and Gentler”) 비용편익분석이라고 

명명하 다. Farber(註 52), 94.
255) Farber(註 52), 131.
256) Luhmann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유일한 대안은 방대한 관료조직으로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 관료조직은 미리 결정된 인과관계에 의해 행위를 규제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자기파괴적 악순환에 접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Ladeur(註 5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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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기존의 법체계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법이 가

지고 있는 기존의 틀이 리스크에 대응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명되는 경우

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이 대

책을 公法의 柔然化(flexibilization)라고 부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으레 리스크 문제에 관해 생각할 때, 대부

분이 예컨대 발암물질은 나쁜 것이고 따라서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이 나쁜 

물질을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

다.257)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쓰여진 법은 집행단계에서 항상 좌절되는데, 왜

냐하면 이와 같은 경직된 법규정을 문자 그대로 시행하면 실제로 살아남을 회

사는 하나도 없을 것이고, 이런 결과를 사회공동체가 원하지 않으며, 그와 같

은 국민정서를 행정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런 절대주의

적 접근법은 일견 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얼마 못 가 지탱될 수 없는 주장임

이 곧 밝혀지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음식에서 쉽게 발견되는 자연적 발암물질로 둘러싸여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극미한 화학물질도 추적해 낼 수 있기 때문에 完全

한 安全이라는 것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안

전을 정할 때에도 형량이 필요한 것인데, Breyer의 악순환으로 인해 때로는 그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입법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John P. Dwyer는 “象徵的 立法의 病理學”이란 논문을 통해 상징적 입법이 

가져오는 폐해를 지적하고, 이를 이어받은 EPA가 상징적 입법을 시행할 수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벗어났는지를 밝힌 

바 있다.258) 대중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인은, 리스크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세

계를 약속하는 듯한 상징적 법률을 입법함으로써 정치적 인기를 얻고, 어려운 

정책 선택을 비켜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생겨나는 법률은 機能的이라기보다

는 象徵的이어서, 집행단계에서 그것이 실제에 적용되었을 때 생기는 현실적 

결과를 고려해 그 집행수준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입법을 사전배려의 원칙이나 비용편익분석만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큰 오산이다.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

257) Farber(註 52), 73.
258) John P. Dwyer, “The Pathology of Symbolic Legislation,” 17 Ecology L.Q. 

233(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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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적 법조문을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엮어내야 한다. 

상징적 입법에 대한 EPA의 주된 대응방안을 執行遲延과 非法的 解釋이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듯이,259) 상징적 입법 앞에서는 경직된 법치주의적 사고를 버릴 

필요가 있다. Alfred Marshall이 이야기했듯이 “법이라는 것은 정치적 건강을 

지켜주는 것”으로 이것이 도를 넘어 정치 자체를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

다.
Richard B. Stewart는 최근에 발표한 방대한 논문에서 “第3世代 環境法”라는 

슬로건 하에 환경법의 유연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서술하

다.260) 비권력적 행정작용에 치중한 것으로 보이는 Stewart의 개혁책 중 중요

한 것을 들면, 行政契約, 行政指導, 執行遺棄(slippage) 등등이 있다. 하지만 이

러한 환경법의 유연화가 결코 법치행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살아 숨쉬는 사회공동체의 변화하는 바램 ―정당한 바램

을 수용하는 한도에서 그쳐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Todd Rakoff의 다음

과 통찰은 의미가 있다.261) 행정법은 사회를 자동차로 비유했을 때 브레이크

로만 기능해서는 안 되고 엔진으로 작용할 필요가 있고, 사법심사는 행정이 

그 한계를 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실로 행정법 발전의 

역사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법이 설정한 경직된 기준이 공익달성을 위한 업

무 수행에 차질을 빚자 사법심사를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 나아

가고 법원이 다시 이를 따라잡으면 다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또 법원은 

이를 적발하는 숨바꼭질을 계속해 왔다. 이것이 行政法의 歷史이고 判例의 發

展史이기도 한 것이다.

結論

리스크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은 자연과학이 리스크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

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과거에 인간에게 위해로 다가왔던 수많은 

259) Id.
260) Richard B. Stewart, “A New Gener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29 

Cap. U. L Rev. 21(2001).
261) Todd D. Rakoff, “The Choice Between Formal and Informal Mode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52 Admin. L. Rev. 15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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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들은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사건의 전개에 관한 경험칙이 생기고, 이에 따

라 인과관계를 추적해 그 고리를 끊음으로써 위해의 발생을 막거나(警察行政

法), 혹은 그 위해의 원인을 제기한 사람에게 책임을 귀속시킴으로써(不法行爲

法) 위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데 리스크로 

분류되는 새로운 현상은, 잠재적으로는 대재앙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막상 

이에 대처하기에는 그 가능성을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 것이다. 이
와 같은 리스크는 그 인과율을 확정할 수 없고 따라서 기존의 법체계로는 이

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私法體系의 限界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실패로 더욱 공고

해진다. 사법체계는 기존의 권리․의무 이진법으로, 위험책임체계로의 전환으

로, 기존 개념의 확대적용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리스크에 대처

해 보았지만 그 자체 내의 한계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고 만 것이다.
리스크가 이제까지의 현상과 다른 점은 그것이 인과율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다. 원자력발전, 유전자 조작 콩, 환경호르몬에서 볼 수 있듯이, 

리스크를 가져오는 기술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危害를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인류에게 무시하지 못할 큰 便益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

하다 보니 리스크문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는 私

法方式으로 해결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리스크는 사회 공동

체 구성원 모두에게 관련된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처리할 규

칙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새로운 규칙의 제정은 그 수범자인 사회

의 구성원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

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규칙의 제정에 관심을 갖고 이에 매달리게 된다.

리스크에 대처한 새로운 규칙 제정은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Ladeur

의 思辨的 說明을 직접 들어보자.

[리스크가 법체계에 소개됨에 따라] 기술의 파괴적 결과를 과학 지식의 수준

에 발맞추어 예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하지만 복잡한 문제가 새로이 등장

하 는데, 과학적 지식의 수용이 의사결정과정에 보다 많은 정보(일반인의 경험

에 의해서 얻을 수 없는 정보이다)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인의] 지식

과 [일반인의] 행동의 분리를 가져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현대적 과학과 지식은, 개별적 사건을 관찰함으로써(경험에서처럼) 형성된 因

果律의 硏究로부터 현실로 변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추상적 변수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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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方法論的-關係的 體系 構築으로 점차 이행하게 되었다. 사전에 기술의 안전

성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안전성은 항상 불완전한 지식기반에 기해 결정

되는 바, 그와 같은 결정은 향후 知識體系가 지속적이고 의지할 만한 自己矯正 

過程을 거칠 것을 기대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는 더 이상 안전하기 어렵다. 이렇게 자연과학이 가혹한 비판에 직면함에 

따라 하나의 逆說이 등장한다. 즉, 비판자들은 비록 더 큰 재앙의 가능성이 있더

라도 社會制度의 自己調整 可能性에 보다 더 의지할 것을 요구한다.262)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의 문제는 이제 科學의 문제라기보다는 制度의 문제가 

되었다.

공법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질서를 확인하는 사법과 달리 일정한 방향

을 가진 秩序의 人爲的 創出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價値가 개입되고, 그
런 만큼 이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 사이의 軋轢의 조정이 주된 문제로 떠오른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에 의해 탄생한 환경법은, 그리고 그 상징적 원리인 事

前配慮의 原則은 그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하 고, 

이것은 사회자원의 낭비를 불러왔다. 그 교정책으로 제시된 費用便益分析은 

과학적․객관적 규제를 약속했지만, 방법론상의 한계로 인해 전문가의 평가 

대 일반 대중의 가치판단, 기술주의 대 민주주의의 논쟁을 불러왔다.
사전배려와 비용편익분석의 경쟁은 거시적 측면에서의 기본틀을 정하는 것

이었지만, 실상 양자 모두의 단점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 미

시적 측면에서 旣存 法體系 內에서의 微細調整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자성론

이 고개를 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법적 대응의 혼미 속에서도 법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전제와 

목표가 있다. 먼저 현재를 사는 인류는 리스크의 원인이 되는 과학기술 없이 

지낼 수 없다. 따라서 리스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리스크를 혐오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그 방향

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할 수는 더더욱 없다. 이와 같은 대전제 하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목표는, 이러한 과학적 혁신이 가져오는 社會的 費用의 정당한 

몫을 과학기술의 옹호자나 그 사용자, 수혜자에게 부담시켜 內部化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이것은 效率的일 뿐만 아니라 正義롭다.

262) Ladeur(註 54), 6-7(강조는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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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평가하고, 분류하며, 

리스크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 몫의 비용을 반드시 지워야 한다. 이

것을 위해서라면 공법이건 사법이건 이를 가릴 이유가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리스크는 본질적으로 政治的 屬性을 갖고 있고 따라서 공법기제로 이를 다스리

는 것이 옳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기제를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私的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법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뿐만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지식이 체계 속으로 편입되어 이에 기해 체계 내적 재조정이 생

기게 되면 리스크에 대한 私法의 役割과 技能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법과 공법이 모두 서로를 보완하며 함

께 발전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법체계의 발전사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시장의 

실패가 정부의 개입을 가져오고 정부의 실패가 다시 시장으로 회귀하게 하듯이, 

사법의 한계로 인해 탄생한 공법이 부족한 부분을 보인다면 사법이 이를 보충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와 같은 市場과 政府, 私法과 公法의 相互補完 關

係는 리스크 문제에 있어서도 달라지지 않는다. 요컨대 사회공동체가 각양각색

의 리스크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책은 공법과 사법 각각의 長處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조합을 찾는 것이지, 결코 한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끝으로 리스크 문제에 대한 법체계의 과제를 보기로 한다. 리스크 문제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법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시험장이

고 따라서 리스크법은 앞으로의 발전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公․私法 사이의 役割을 어떻게 調

整하여야 하는가, 그 關係를 어떻게 設定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근본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공법 내에서 總括的 法原理의 모색

도 중요하지만 旣存 法槪念, 法原理의 再構成, 再解釋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큰 틀을 고치는 것이 생각지 않았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책의 모색에서 법원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법원이 새로운 사회변화를 선도할 수 없지만 건전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막아

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리스크 문제에 관해서도 法院의 役割에 대한 自

己同定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263)

263) 관련 문헌으로는 Richard B. Stewart, “The Role of the Courts in Risk 
Management,” 16 Envt1.L.Rep. 10208(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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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sk Law
― Environmental Law as an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Hong Sik Cho

*

264)

Environmental (or technological) risk inheres in human condition. Whether 
brought on with nuclear energy technology, biotechnology or other high 

technologies, hazard is inevitable and ubiquitous. This new type of 

environmental problem differs in nature from the more familiar pollution and 

resource depletion problems. At its extreme environmental risk presents public 

decision-makers with the “zero-infinity dilemma”: a virtually zero probability 

of a virtually infinite catastrophe. Environmental risk has rapidly increased in 
importance over the last few decades and may indeed become the dominant 

type of environmental problem.

Our society is especially vulnerable to environmental risk problems because 

the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environmental risk from traditional 

environmental problems make environmental risk problems less susceptible to 

management through existing regulatory, legal and economic institutions.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a direction in management more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risk and hence more likely to be effective than 

the current approach.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explores a question of whether various 

approaches that are adjusted and developed within the current private and 

public law system can solve environmental risk problem. Originally, while 
civil law sets up individual liability system to sanction environmentally 

harmful behavior and industrial practices, traditional police administrative law 

works by directly intervening where there is obvious cause and effect. 

However, this system has an inherent limit in coping with environmental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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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environmental risk problems pose ambiguity about their cause and 

effect and other variables tinged with similar uncertainty. Due to the 

uncertainty, attributing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risk to individuals is 

neither feasible nor appropriate. Members of our society are all responsible in 

one way or another for environmental risk.

To collectively solve environmental risk problems, this article looks to 
public law process. After discussing vorsogeprinzip (precautionary principle) 

and cost-benefit analysis as an overarching principle to tackle environmental 

risk problems, this article proposes pragmatic reconfiguration and flexibilization 

of legal constru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