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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과거 수 만년 동안 인간은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추구하였으나, 근세이후 이성의 발달

과 그 산물인 과학 및 기술의 발전으로 자연에 순응하기 보다는 자연을 정복하고자 노력

해 왔다. 그러나 인류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자연의 힘을 극복하기 보다는 자연에 대

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양산하였고, 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인간이 자연환경에 끼치는

피해는 자연의 정화능력을 넘을 정도로 광범위해지면서 오히려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부

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안보와 세계화에 따른 빈부격차 등 기존

의 정치,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책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오

염이 가시화됨에 따라 쾌적한 삶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

을 추상적인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리로 적극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 및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

동 등 각종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장 같은 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른 지역 간 분쟁도 빈발하는 등 환경갈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환경오염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피해로 환경분쟁은 일반적인

사회, 경제 관련 분쟁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환경문제는 외부효과(externalities) 또

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s)의 문제로서,1) ‘공유자원의 사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

익 간 귀속주체의 괴리가 (인간의 이기심과 결합하여) 만들어 내는 문제’이다.2) 그동안 경

제논리를 앞세운 급격한 성장과정에서 환경오염이라는 외부효과는 등한시되어 왔으나, 이

제 환경피해에 따른 환경갈등은 우리 사회가 겪는 공공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되고

있다.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더불어 환경권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도 강화되어 환경문제

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갈등은 그동안 미해결인 채로 장기화되거나

더 악화되어 사회적 비용과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사회에서 갈등은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든지 존재하여 왔다.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회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였으나, 이러한 갈등이 분쟁으로 표면화되고 확산되

어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그 사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었음을 역

사는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금의 우리사회는 확산되고 있는 환경갈등을 어떻게 해

1) 어떤 경제주체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 한 행동이 제3자 또는 공동체전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비용, 즉 사회적

비용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이 비용은 거래관계 밖에 존재하는 것인데,

환경문제는 바로 이러한 외부효과의 문제인 것이다(조홍식,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경제학”, 비교사법,

제13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3., 96-97면).

2) 조홍식, 앞의 논문,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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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분열되느냐의 기로에 서있

다고 할 것이다. 환경피해에 따른 갈등을 전통적인 손해배상 처리와 같이 법원의 판결로

해결하는 것은 고비용과 장기적 시간손실 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 간 감정적인 앙금이 남

는 점 등 부정적 요소가 많아서 대안모색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재판이외의 대안적인 분쟁해결제도로 1991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어 환경문제 해

결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건수도

200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이미 우리사회에 친숙한

제도로 다가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규모가 큰 환경분쟁사건은 소송을 통하

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재판의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는 경우

도 많은 상황이다. 그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본고에는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

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Ⅱ. 환경문제의 등장과 분쟁 발생

1. 환경갈등과 환경분쟁

환경갈등(Environmental Conflict)은 당사자들 사이의 환경적 가치와 이해를 둘러싸고 발

생하는 상호배타적인 행위이다.3) 이러한 환경갈등은 환경을 대하는 가치관 및 한정된 자

원의 이용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발생하며, 수질오염, 폐기물·쓰레기처리, 각종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4) 환경분쟁(Environmental Dispute)은 환

경갈등보다 좁은 의미로서, 당사자의 상호배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반대의사가 외부로

표출되어 명시적으로 대립적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이다.5) 즉, 환경분쟁은 환경갈등이 당

사자 사이의 대립과 충돌로 가시화되고 표면화된 것이다. “갈등이 분쟁으로 비화한다.”는

표현은 전자를 잠재적인 대립과 충돌로, 후자를 그것이 표출된 현재적인 결과로 보는 시

각이다.6) 이처럼 갈등과 분쟁을 구별하는 입장에 반하여, ‘갈등’과 ‘분쟁’을 구별하지 않

고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나 목표, 이념 등의 불일치와 대립이라는 동일한 사회현상을

3) 사득환, “민선시대의 환경갈등과 정책조정”,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7., 342면.

4) 사득환, 앞의 논문, 343면.

5) 하혜영, “환경분쟁에서 조정성립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3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2009.

12., 337면.

6) 갈등을 분쟁의 원인이 된 상태(State), 즉 잠재적 갈등(Latent Conflict)으로 파악하고, 분쟁을 갈등의 결과로서

‘표출된 갈등(Manifest Conflict)’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상), 논현, 2005, 7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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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내줄 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 견해는 ‘갈등’과 ‘분쟁’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서로 대

체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7)

생각건대 환경갈등과 환경분쟁은 언어학적 및 의미론적으로 엄격히 구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사회현상에서 그 경계선을 명확히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환경

분쟁과 달리 환경갈등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해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법률문제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 실무상으로는 환경분쟁을 다루며, 환경분

쟁조정법도 ‘환경분쟁’을 중심으로 입법되어 있다.8)

환경분쟁은 환경침해에 따른 피해에 기인하는데, 그 원인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

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

명에 의한 빛 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등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

환경침해는 공장의 가동을 통한 생산 활동과 고용 및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 활동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다. 사람의 생활 및 기업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환경침해는 허용되는 경

우가 많은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개별 상황 및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헌법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종래에는 환경권이 구체

적인 권리가 아니라 추상적인 권리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환경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과 더불어 일조권, 조망권 등을 비롯한 환경관련 소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과

거에는 개인의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 청구가 중심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대규모 환경피

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공익적 예방적 차원의 소송이 대두되고 있다.9) 환경피해는 권

리의 객체 내지 사적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환경재에 대한 손해와 권리의 객체가 아

닌 환경재에 대한 손해(대기・수질 등의 환경매체 및 기후, 야생생물・미생물 등의 생태

계, 경관, 생물다양성 종의 보존 등의 관념적 가치 등)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권리의 객

체가 될 수 있는 환경손해는 주로 개인적 법익의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법상의 책

임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고, 권리의 객체가 되지 않는 환경재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는 공법상의 책임 영역에서 다루어 질 수 있다.10)

2. 환경관련 법률의 제정과 변천

1960년 이후 산업화와 더불어 국민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한편 산업화로 인

7) 홍준형, “환경갈등의 조정”, 환경법연구, 제32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387면.

8) ‘환경분쟁’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

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2호).

9) 김상찬,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1. 12., 91면.

10) 장욱,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환경책임법제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35권 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3.,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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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각종 환경오염이 문제되었다. 정부는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하여 1963년 공해방지법을 제정하고 1969년 11월 시행령을 제정하였다.11) 그러나 당시

에는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법적·행정적 기반이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

까지 사회적으로 환경 피해가 표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해방지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거의 유명무실하였다. 당시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환경정책에서 환경문제에 보

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제성장에 따른 고도의 생산 활동으로 인한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과 인구밀집 그리고

소비생활의 신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염물질 및 폐기물 등은 환경오염을 점차로 심

화시키고 있어, 공해방지법에 의한 규제만으로는 환경보전을 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

다. 이에 적정한 환경을 보전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 그리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호하

는데 필요한 환경기준의 설정,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배출허용기준의 합리적인 설정 등 제

반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1977. 12. 31. 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다. 환경보전법은 1991년

환경정책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1991. 2. 2.부터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

보전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을 개별 단행법으로 분리

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환경분쟁의 알선·조정과 재정(裁定)절차 등을 규정하여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1990. 8. 1. 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을 1997. 8. 28. 전면 개정하였다.

2014. 12. 31. 환경오염사고의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추정 법리를 실체규정으로 체계화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재무적 수단을 확

보하도록 하며,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통하여 고통을 겪는 국민을 지원함으로써 피해구제

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오

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3. 환경분쟁의 해결

환경권은 근대 법에서 예견하지 못했던 권리로서, 전통적인 법 이론으로 환경권의 이념

을 실현시키는 데에는 한계에 봉착한다. 환경분쟁을 전통적인 민사소송절차나 행정소송절

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win-lose식 판결, 소송절차의 장기간과 고비용, 다양한 이해관계

의 고려에서 어려움, 원고적격의 문제,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범위의 입증의 어려움, 전문

11) 공해방지법은 우리나라의 최초 환경법으로 우리보다 공업화가 빨리 진행되었던 일본보다 4년이나 빨리 제

정되었으나, 제정 후 바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67년에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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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결여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난다.12) 환경권의 침해는 근대법이 생각하지 못한 권

리의 침해유형으로 환경피해로 인한 법적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법리는 환경피해

의 특성에서 유래한다.13) 환경피해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환경피해는 ① 광범위 지역에

걸쳐 발생하여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가 많으며, ② 피해의 유형도 다양하여 사람

의 인체에 피해가 발생하여 생명이나 건강에 해하거나 생활이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③ 대기나 물, 토양 등의 매개체를 통하여 발생하는

간접적인 것으로 손해의 발생이나 내용, 인과관계,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고14)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④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

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⑤ 산업공해의 경우에는 침해 원인이 기업의 지

배영역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으며, ⑥ 다수의 원인에 의하

여 복합적인 오염피해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유해물질에 의하여 집적된 오염으로 인한

복합피해 등 사실상으로나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⑦ 원인이 즉각적으

로 나타나지 않고 천천히 드러날 때에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⑧ 대부

분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므로 인위적인 활동이 계속하는 동안은 그

와 함께 침해도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인간생활 및 기업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환경침해는 허용되며, 일정한 범위에서의 환경피해

는 피해자가 수인하여야 한다.15) 그러나 그 한계를 넘는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분쟁은 환경문제의 객관적 존재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주관적 인식 변

화에 따라 분쟁의 현실화 정도가 달라진다.16)

환경분쟁의 해결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를 통해 타협하거나, 관계기관에 피해 사

실을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규제 개입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으며, 행정

개입청구권을 이용하거나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하거나 법원에 소제기를 함으로써 피해구제를 할 수 있다.17) 이중에서 당사자사이의 대화

를 통한 해결방식은 환경분쟁의 특성상 성공하기가 어려워, 소송을 통한 해결방식이 많이

이용되었다.18) 소송에 의한 해결은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유지청구 등을 통

한 해결과 쟁송에 의한 구제 또는 예방방법이 있다.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는 민법상

불법행위법이 적용되나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가해자의 위법 및 유책성의 문제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 피해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책임을 입증

12) 김상찬, 앞의 논문, 92-94면.

13) 전경운, “환경침해피해의 사법상 구제법리”, 환경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3., 341면.

14) 전경운, 위의 논문, 341-342면.

15) 전경운, 위의 논문, 342면.

16) 이희정, “환경분쟁의 발생배경, 유형 그리고 대책”, 환경법연구 28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6., 10면.

17) 하혜영, “환경분쟁에서 조정성립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337면.

18) 하혜영, 위의 논문, 3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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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쉽지 않다.19) 따라서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려는 이론들이 주장되었는데, 개연

성설, 신개연성설, 표현증명의 법리, 역학상의 인과관계를 법적인 인과관계로 인정하는 견

해, 위험영역설 등이 그것이다.20) 또한 민법의 불법행위체계만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로 인한 민원이 많이 생기자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법률들이 점차 제

정되었다.21)

환경분쟁의 초점이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 상린관계에서 공해문제로, 다시 환경문제로

변천되어 오고 있다.22)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근거인 민법 제750조에 의

하면, 공공재인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개인에게는 피해 회복을 청구

할 수 있는 원고로서의 지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더불어 오히려 침

해의 한도로 나타날 수 있는 수인한도라는 위법성 판단의 문제, 자연환경피해 산정체계의

부재,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등은 환경침해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적절히 실현할 수 없

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23) 전통적인 불법행위영역에서는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권리주체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 구제에 제한을 두고 해결해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환경오염이나

위험을 사회에 전가하거나 책임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오늘날 위험의 단순한 재분배가 아니라 사회가 위험의

감소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분배적 정의 차원에서의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24)

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25)

오늘날 환경에 대한 가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소송절차에 따라 환

경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분쟁에서 새로운 법리의 개발

은 물론이고 대안적 해결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19) 하혜영, 위의 논문, 337면.

20) 전경운, “환경침해피해의 사법상 구제법리”, 369면 이하.

21) 환경정책기본법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토양환경보전법, 광업법, 수산업법, 원자력손해배상법 등에서 무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그 위험을 더 강하게 인식

하여 배상의무자, 배상책임자의 내용, 책임한도액, 책임보험 내지 배상보장계약체결 의무 등을 상세히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광업법과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위와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미흡한 부분

은 민법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배병호,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성립과 배상범위에 대

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8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6., 63-64면).

22) 김상찬, 앞의 논문, 91면.

23) 이은재, 자연환경자체의 피해에 대한 법적구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8. 8., 51면 이하.

24)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란 국적, 인종,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환경적으로 공정하게 대우를 받

고 이익을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재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25) 장욱, 앞의 논문,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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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

1. 환경분쟁에 대한 ADR의 도입

환경분쟁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① 엄격한 대립당사자 구조로 말미암아 용통성 있는 사

건해결을 기하기 어렵고, ②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판사가 재판함에 따라

환경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렵고, ③ 각각 개별적이고 단절적인 판결을 함으로서 환

경문제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④

특정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

하고, ⑤ 불복하는 경우에 다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까

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⑥ 일반시민의 행위 유인을 변화시키려는 ‘사전적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사후적인 처리에만 매몰되는 한계를 가진다.26) 이러한 민사소송의

제도적 한계 때문에 환경피해에 대하여 형평성 있게 보상할 수 없고 환경 리스크를 효율

적으로 억제하지도 못한다.27)

반면에 환경분쟁을 ADR로 해결하는 것은 ① 결정을 함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고 새로운 환경질서규범을 창조할 수 있으며,28) ② 변론주의가 적용

되지 않아 직권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할 수 있으며, ③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며 법치주

의의 엄격성을 피하여 양 당사자 모두의 편익을 고려한 결론에 얻을 수 있어 구체적 타

당성을 기할 수 있으며, ④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며,29) ⑤ 분쟁해결

을 신속하게 결론지을 수 있고30) 나아가 환경분쟁조정법상 조정제도의 경우 신속한 조치

및 집행이 가능하며, ⑥ 사후적 분쟁해결은 물론이고 분쟁의 사전적 예방을 기할 수 있으

며,31) ⑦ 환경 분야 전문가의 견해가 원인관계는 물론이고 해결책의 제시에도 반영될 수

26) 조홍식, “환경분쟁조정의 법정책”,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9., 134면.

27) 조홍식, 위의 논문, 134면.

28)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환경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종래에는 환경권의 범주에 포

함되지 않았던 것이 환경권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현존하는 법규의 해석만으로는 분쟁해결이

용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새로운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9) 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위원회의 위원·심사관·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비, 관계전문가의 조사비, 협조

요청받은 사람의 출장비,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분쟁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등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므로(환경분쟁조정법 제63조 1항, 동 시행령 제34조),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

30)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알선은 3개월, 조정·재정·중재는 9개월 내에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므로(환경분쟁조

정법 제16조 6항, 동 시행령 제12조), 소송 절차에 비하여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된다.

31)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환경분쟁조정의 경우 당사자의 법률상 이익을 요하지 않으며, 오염 등이 발생한 경우

는 물론이고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1호). 환경침해가 발생하면 대

개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후적인 해결보다는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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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32)

이러한 유용성 때문에 환경 분야에서도 환경분쟁조정법에서 ADR제도가 도입되어 활용

되고 있다. 즉, 소송에 의한 환경분쟁 해결의 한계점에 이르게 되자 그 대안으로서 ADR

의 유용성이 부각되면서 1991년에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ADR

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이 확대되는 기저에는 당사자들의 점증하는 권리의식에 부응

하여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의 선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법적 현실의 변화가 기저에 깔려

있다.33)

환경정책기본법 제42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

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여 환경분쟁에 관한 신속한 해결 방안의 마련

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경분쟁조정법이 제정되어 환경분쟁에 관한 행정형 ADR이

도입되었다.34) 즉,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신속한 절차를 활용하여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

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취지로 1991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방환경분쟁조

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환경분쟁조정신청대상인 환경피해는 방

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하고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

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이며, 피해발생 등의 분

쟁내용을 기재한 신청서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산정 가액 수수료만으로 피해에 대한 분쟁조

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경분쟁조정법상 분쟁해결방식

환경분쟁조정법 제1조에서 환경분쟁의 조정절차로서 알선(斡旋), 조정(調停), 재정(裁定),

중재(仲裁)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예방적 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1호에서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조정대상으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32)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법원보다 다양한 배경지식을 가진 사람을 충원할 수 있으며, 소수의 위원

들로 구성되므로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거론한다(조홍식, “환경분

쟁조정의 법정책”, 134면).

33) 강정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환경분쟁조정과 환경소송”, 환경법연구, 제30권 3호, 한국환경법

학회, 2008., 185-186면.

34) ADR은 법원형, 행정형, 민간형으로 나눌 수 있다. 현행법에서 다수의 행정형 ADR이 설치되어 활용되는데,

특히 환경분쟁에서는 행정형 ADR이 어울리는 분야라고 한다(최철호, “환경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경분쟁조

정제도의 법제개선 방안”, 환경법연구, 제35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3., 308-3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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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선(斡旋)

알선은 당사자의 자주적 분쟁해결을 도와주고 촉진할 목적으로 알선위원이 당사자의 의

견을 듣고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주선함으로써 분쟁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이다.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이다. 알선위원의 중

개로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면 절차는 종료된다. 또한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

정되면 이를 중단할 수 있고,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이나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환경분쟁조정법 제29조 제1항, 제2항). 현재 환경피해분쟁

조정법에 의해 설치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알선은 조정의 필요적 전단계가 아니고

법적 효력도 없으며 분쟁당사자도 알선, 조정, 재정 중에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알선을

선택할 필요성이 극히 적은 실정이다.35)

(2) 조정(調停)

조정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실조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이다.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

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환경분쟁조정법 제33조).

한편 환경분쟁조정법 제30조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

해 및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환경분쟁에 대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재정(裁定)

재정은 소송절차와 유사하며,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듣는 심문절차와 필요

한 경우에 증거조사 절차를 통하여 주문과 이유 등이 기재된 문서로 결정을 하는 일종의

준사법적 절차이다. 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

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등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

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2항). 이러한 재정제도는 소송보다 신속·

간이하고 행정위원회의 전문기술적 지식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입증의 곤란성 때문에

소송보다 직권주의가 강조될 필요성이 있어 도입된 것이다. 또한 당사자 간에 심각한 대

립이 있는 경우 조정, 알선 등은 분쟁해결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36)

35) 전경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환경법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04., 239면.

36) 박태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제30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 2008., 174

면; 서원우․최송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7권, 한국환경법학회, 1985.,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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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책임재정만 인정되지만, 일본은 재정을 책임재정과 원인재정으로 나누어 책

임재정은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 및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판단하는 것이고 원인재정은 재

정위원회가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준사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

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책임재정에 관해

서는 입법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

우 그러한 규정을 구고 있지 않다.37)

(4) 중재

중재는 분쟁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인 중재인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판정(award)

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2015. 12.

22.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되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기존의 환경분쟁의 알

선·조정·재정 외에 중재제도가 추가되었다. 일본의 공해분쟁처리법에서는 우리와 달리 일

찍부터 중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38)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39)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처리 현황과 분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사건 처리 등 통계자료(2017. 12. 31. 기준)을 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1991.7.부터 2017년까지 총 4,514건을 접수하여 3,819건

을 처리(재정, 조정, 중재합의)하였으며, 491건은 자진철회로 종결되었고, 181건은 현재 처

리 중이다. 처리된 3,819건 중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3,241건(85%), 대기오염 216건

(6%), 수질오염 93건(2%), 일조 198건(5%), 기타 71건(2%)이다. 또한 3,819건 중 정신적

피해가 1,340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976건(25%), 축산물 피해 414건(11%), 농작물 피해 253건(6%), 건축물 피해 145건(4%),

수산물 피해 91건(3%), 기타 600(16%)이다.

처리사건 3,819건 중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936건(25%), 경기 850건(22%), 인천 203

건(5%)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1,989건으로 52%를 차지하고, 경남 277건(7%) 등

나머지 시․도에서 1,830건으로 48%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에서 발생한 분쟁도 상당부분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3,819건 중 3개월 이내에 처리한 사건이 496건(13%), 4∼6개월 1,360건(36%), 7∼9개월

1,770건(46%), 9개월 이상 193건(5%) 등으로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5.7개월이다. 법원에 의

37) 최철호,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1., 94-95면.

38) 일본 공해분쟁처리법(公害紛争処理法) 제39조 이하.

39) 최우용, “일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내용과 과제”, 공법학연구, 제5권 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4., 583면.



仲裁硏究 第28卷 第1號136

한 사건처리기간보다 상당히 빠름을 알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이용이 계속하여 증가하여 왔으며, 조정결정에 대한 승복률이 상대

적으로 높고, 법원이 사실관계 인정 등과 관련하여 조정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40) 환경소송에 대한 대체적, 보완적 분쟁해결제도로서 비교적 성공적인 기능

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1)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비교적 소액의 경

우에 한하여 활용되고 고액의 분쟁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됨에 따라, 환경분쟁의 해결에 대

한 실질적인 기여도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42)

분쟁원인에서는 정신피해보상보다는 재산피해보상사건일 경우가 조정성립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3)

환경피해를 일으킨 당사자로서 정부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

조정성립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44)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접수되기 이전의

분쟁기간이 길수록 조정성립에는 부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여주었다.45) 환경피해에 대한 보

상액이 일정한 수준이상일 경우에는 조정성립이 어려웠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조정성립

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46)

중앙환경분쟁조정을 통하여 해결된 분쟁 중 소음·진동 피해로 인한 배상이 대다수를 차

지하는 것은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과 도로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이유이외에

도 소음·진동 분쟁유형의 특징이기도 하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자는 다수인데 비하

여 다른 환경피해 유형과 비교할 때 배상액이 비교적 소액이므로 이러한 다수의 소액 피

해 분쟁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의 소송절차로 해결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특

징 때문이기도 하다.47)

배상율(신청액/최종배상액)이 높을 경우에 피신청인이 불복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48) 배상율은 피해원인의 경우 피해 사실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통

풍, 토양, 일조, 대기, 소음, 진동 등에 있어서 평균보다 높다. 신청인수가 많을수록 배상

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49)

40) 환경분쟁조정 결과의 안정성이 비교적 높았는데,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사건들이 법원에 가서도 유사한

결정이 나는 경우가 70%에 이르렀다. 그러나 30%의 사건은 법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다른 결정을

내렸는데, 주로 환경피해의 인과관계와 배상책무를 입증한 증거자료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하혜영, “환경분

쟁조정의 실효성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5권 제1호, 한국행정학회, 2011. 3., 97면).

4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6.11, 60면.

42) 조홍식, “환경분쟁조정의 법정책”, 122면.

43) 하혜영, “환경분쟁에서 조정성립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349면.

44) 하혜영, 위의 논문, 350면.

45) 하혜영, 위의 논문, 350면.

46) 하혜영, 위의 논문, 354면.

47) 강정혜, “환경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전망”, 환경법연구, 제35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3.,

18면.

48) 하혜영,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 6., 7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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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과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결되는 사건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경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비중 있는 사건은 재판으로 해결되어, 환경분쟁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기여도는 아직까지 미미하다.50) 환경분쟁조정제도와 같은

ADR제도야말로 환경갈등의 조정수단으로 그 의미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ADR

제도는 생성배경에서 나타나듯이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의 대안 또는 보완수단으로서 구상

된 것이기 때문에 갈등의 효과적인 조정보다는 당사자의 분쟁비용이나 법원의 소송부담의

경감 등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51) 이는 환경분쟁조정의

기능을 그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원의 소송에 대한 준사법적 대안 또는 보완 수단으

로 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서 조기에 분쟁을 해소한다는 간이재판 또는 약식재판 같은

대안으로 협소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52) 이제는 환경분쟁

의 해결을 위한 독자적인 제도로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재설계를 구상할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정기능의 강화

일본의 ‘공해등분쟁조정제도’는 재정보다는 조정을 중심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나,53) 우리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알선이나 조정보다는 재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

제도가 재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일방적인 결정을 당사자들에게 수용하도록 하는

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아 동제도의 취지인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를 실현하

기에는 적합하지 않다.54) 이는 조정제도의 본질인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분쟁해

결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결정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

이 되어 법관에 의한 재판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55)

환경분쟁조정법은 재정 신청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한 때에는 재정위원회

49) 박정호․양성봉, “최근 5년간 주요 중앙환경분쟁조정 사건의 내용 분석”,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Vol. 25. No. 7.,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2016. 7., 997면.

50) 조홍식, “환경분쟁조정의 법정책”, 122면.

51) 홍준형, “환경갈등의 조정”, 409면.

52) 홍준형, 위의 논문, 410면.

53) 최철호, “환경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법제개선 방안”, 319면.

54) 조홍식, “환경분쟁조정의 법정책”, 122-123면; 최철호,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97면.

55) 전경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38-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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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3조 1항).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조정을 중심축으로 한다는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 환경

분쟁조정법 제43조(조정에의 회부)의 적극적인 활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56)

또한 조정이 임의적 효력밖에 부여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조정결과에 대하여도 어느 한편이 일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조정의 효력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57)

생각건대 현재 중앙환경조정위원회의 대부분의 사건이 재정으로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으며,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를 중요시하는 ADR제도의 취지를 살려 조정으로 가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3조(조정에의 회부)의 적극적인 활용과

당사자 일방에 의한 조정회부 등은 조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견해로 나름대로 일리

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당사자를 조정절차로 끌어들이는 것에 그칠 뿐이며, 당사자

가 조정결과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

정절차로 유도하는 것 자체가 ADR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다른 제도보다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당사자에게 유익하다면, 절차상 강제적으로 조정으로

유도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을 이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정결과의 신

뢰성 확보, 편리성, 시간과 비용절감 등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환경분쟁조정대상의 범위 확대

우리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알선, 조정, 재정, 중재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

분 재정으로 하는데,58) 이것은 실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될 수 있

다. 최근 들어 환경갈등의 원인이 보다 다양화지고 새로운 환경갈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소음, 진동 등의 개인분쟁뿐만 아니라 각종 NIMBY 시설을 둘러싼 집단분

쟁도 증가하고 있다.59) 이러한 다양한 환경분쟁을 모두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즉,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의 다툼(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툼)은 재정으로 다룰 수 없는 분쟁사안이다.60) 환경분쟁조정

제도가 재정 중심의 사후적인 분쟁구제수단으로 변질되면서 환경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61) 미국과 영국의 경우 다양한 분쟁조정기법과 조정제도를

56) 최철호, “환경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법제개선 방안”, 340면.

57) 강만옥․민동기․임현정, “환경피해 보상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0. 12., 60면.

58) 환경분쟁에 있어서 경직된 정부조직에 의한 제도적 해결보다는 민간차원의 분쟁조정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

해가 있다(이상돈, “우리나라 환경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환경리포트, 제15호, 1995. 9-10., 87면). 이

는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환경분쟁해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9) 심준섭․문태훈․허만형, “환경갈등 ADR 역량 비교분석”, 국가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중앙대학교 국가정

책연구소, 2013., 23면.

60) 박태현, 앞의 논문,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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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의 사전조정제도와 영국의 자문적 조정서비스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일반적인 사후 조정서비스보다 분쟁해결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62)

우리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용실태를 보면,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국한된

재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그것도 주로 사업자나 공기업 등을 당사자로 하는 사적

분쟁에 대한 소액의 금전적 배상책임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공공갈등으로서 환경갈등을 조

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63)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소액사건에 대한 재정위주의 사법

종속적 분쟁해결서비스로 일관함으로 인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대규모 환경분쟁, 집단

적 환경분쟁이나 사회적 환경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

다.64) 자연생태계 파괴나 수질오염관련 분쟁의 해결은 주로 소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환경분쟁의 핵심 분야까지 완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65)

환경분쟁이 예상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을

확대하여야 하며,66) 혐오시설 등의 설치로 인한 피해 예측분쟁도 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67) 일본의 공해등조정위원회는 공해에 대한 분쟁과 함께 토지이용의

조정이나 토지수용과 관련된 갈등해결도 수행하며 미국의 환경분쟁해결원(IECR)은 자연자

원의 관리, 공공토지의 이용, 시설입지, 보호지역의 이용, 멸종위기의 동식물, 환경오염을

둘러싼 갈등 등 광범위한 환경갈등을 관리하고 있다.68) 따라서 우리나라도 환경분쟁이 예

상되는 행위도 사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69) 그러나 환

경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조정대상으로 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조정대상의 범위

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는 고민하여야 할 문제이다. 조정대상 범위를 확장하여 피해자

들에 대한 구제수단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분쟁이나 소송건수의 급증

은 물론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처분 등에 있어 크나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70) 조정사

항은 실체적 청구권을 그 전제로 하므로, 조정범위의 확장은 실체적 권리의 확장을 요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환경권의 범위 확장과 관련한 법리의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다.

61) 심준섭․문태훈․허만형, 앞의 논문, 23면.

62) 임동진, “분쟁조정기구의 분쟁조정 방법과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9집 1호, 한국행정학회, 2015.

3., 139면.

63) 홍준형, “환경갈등의 조정”, 409-410면.

64) 홍준형,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28집 제1호, 한국환

경법학회, 2006. 4., 148면.

6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앞의 보고서, 62면.

66) 최철호,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98면.

67) 전영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과제”, 인권과 정의, 219호, 대한변호사협회, 1994. 10., 62면.

68) 문태훈,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선진화 방향”, 환경분쟁과 조정, 제1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3., 9면;

최철호,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98면.

69) 문태훈, 위의 논문, 98면.

70) 이현준,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일고찰”, 토지공법연구, 제30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3., 4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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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배분

환경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대부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지 않고 중앙환경분

쟁조정위원회에 바로 신청하고 있다. 중앙조정위원회는 과다한 업무량으로 조정사건의 충

실한 검토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 등 단순사건, 일정금액이하의 소

액사건, 일정범위의 재정사건 등에 대해서는 지방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방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71) 그러나 한편,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을 장려하는 것은 재정 결정의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

을 제기하기도 한다.72) 일본의 공해분쟁처리법(公害紛争処理法)은 중앙 위원회는 조정 및

중재는 물론이고 재정도 할 수 있으나,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심사회는 조정 및 중재는 할

수 있으나 재정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73) 이는 재정의 준사법적 성격을 고려한 것이

며, 또한 사무국직원 중에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74)

우리나라는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가 모두 재정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지방조정위원회

의 재정위원회가 한 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

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환경분쟁조정법 제42

조 1항). 생각건대, 재정의 재판 유사적 기능을 강조한다면 조정절차에서 분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분쟁에 관하여 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새로운 역할 설정

은 물론이고,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역할배분도 재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분쟁처리기법의 표준화

환경분쟁조정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동종의 피해 유형(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일

조, 조망, 해충, 토양오염, 기름유출, 해양오염, 입지선정, 통풍방해, 실내공기, 악취)에 대한

반복적인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관련 전문적인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려면 인과관계 규명, 배상액 등 분쟁해결관련 사항을 표준화하여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환경오염 원인별로 인과관계, 배상관련 문헌 및 전문가 의견, 재정결과,

민사재판의 판결문 등을 분석하여75)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76) 선례(先例)가 없는 사건이

71) 강만옥․민동기․임현정, 앞의 보고서, 61면; 박효근, “대안적(代案的)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환경분쟁조정제

도에 대한 검토”, 한양법학, 제26권 제1집, 한양법학회, 2015. 2., 123면.

72) 전경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39면.

73) 일본 公害紛争処理法 제24조, 제42조의 2이하.

74) 최철호, “일본의 공해분쟁처리제도”, 공법학 연구, 제5권 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4., 559면; 박태현, 앞의

논문, 174면.

75) 자유주의적 접근이 적합한 분쟁과 공화주의적 접근이 적합한 분쟁으로 유형화하여 시켜 대책을 제시하는

입장도 있다(이희정, 앞의 논문).

76) 강만옥․민동기․임현정, 앞의 보고서,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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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판례나 법해석을 적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법리를 창설(創設)하여야 하는 환경분쟁

의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현실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많다.77) 그러나 반복적이

고 전형적인 환경침해 유형에서는 분쟁처리기법의 표준화되어 활용된다면 효율적이고 비

용이 적게 드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보다 선호될 것이다.78) 조정은 물론이고 재정의 경우

에도 증거조사 등 사실조사기능을 강화하고 배상액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을 적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며,79) 이러한 경우에 분쟁유형을 표준화하여 선례로 다루면 유사

한 분쟁해결에서 예측가능성과 신속한 분쟁해결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5.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지위 격상

환경부가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에 관한 인·허가를 관장하는데, 환경부 산하기관으

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관련분쟁을 조정하면 그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또

한 환경피해가 매우 심각하거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

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환경부 산하에 기구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역할 수행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일본의 공해등조정위

원회처럼80) 총리실 산하기구로 격상시켜 조정이나 중재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

장이 있다.81) 생각건대, 환경문제가 점차 중요시되고 환경에 대한 다양한 가치가 발현되

도록 하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내지 대통령 직속기구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다른 부처와의 업무

협력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오늘날 환경문제는 개별국가의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 공동체를 구성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82) 특히 한·중, 한·일간의 환경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

하여 한·중·일 공동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을 구상해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미국이

77) 환경분쟁조정을 통하여도 새로운 법리를 창설하는 등 진취적인 판단이 가능하지만, 환경분쟁조정 절차에서

는 ‘당사자의 합의’라는 요소가 개입하지 않는 한, 소송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종래의 법원판단과 다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강정혜, “환경

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전망”, 19면).

78) 강정혜, 위의 논문, 19면.

79) 홍준형,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고찰”, 165면.

80) 우리는 1991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부 산하의 조직으로 설립하였으나, 일본은 1970년 내각총리대신

산하기관으로 출발하여 지금은 총무성의 독립관청(外局)으로서 공해등조정위원회(公害等調整委員会)가 있다.

동 위원회는 환경분쟁 외의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해서도 조정을 하고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최우용, 앞의 논문, 599면).

81) 강만옥․민동기․임현정, 앞의 보고서, 60면; 설계경,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14집 제1

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3., 174면.

82) 김기환․김재훈․김성훈, “EU 환경정책분야에서 개방형 조정방식(OMC)의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4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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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은 국가 전반의 ADR 촉진을 위한 일반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각 영역이나 기관별로 ADR과 관련된 법체계를 취하고 있다.83) 다른 나라와 공조하려면

우리도 각 분야별 ADR에서 통합형 ADR체계로 나가는 것도 구상해 볼 여지가 있다.

6. 조직 및 인력 구성

환경분쟁조정법 제7조에서는 중앙조정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임위원은 위원장 1인이 전부이

다.84) 비상임위원은 단지 본인에게 배정된 사건의 처리에만 관여하고 있을 뿐이므로,85)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조정업무를 통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86)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조정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장을 부지사가 당

연직으로 겸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분쟁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할 여지가 많다.87) 대부분 시·도의 환경업무 담당

부서에서 환경분쟁조정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담당

업무에서 환경분쟁조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5%정도라고 한다.88) 이러한 현실은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저하시켜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89)

소송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소송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교우위는 분쟁조정결과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

다.90)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사법기관보다 경쟁력 내지 비교우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91) 중앙환경조정위원회가 재정위주로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재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바, 이러한 업무 성격상 조정위원 중 법률전문가의 증원과92)

법률지식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근하여 총괄적으로 통할하고 지도 감독하는 자가 필요하

다.93) 장기적인 과제로서 환경 분야 전문 법조인의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환경

83) 심준섭․문태훈․허만형, 앞의 논문, 12면.

84)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상임위원(위원장) 1인과 비상임위원 2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중앙환경조정

위원회 홈페이지 http://ecc.me.go.kr/jsp/intro/organization.jsp 검색일 : 2018. 1. 5.).

85) 최병록,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환경법연구, 제29권 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7., 520면.

86) 강정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절차의 개선방안”, 환경법연구, 제28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6., 91면.

8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앞의 보고서, 61면.

8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앞의 보고서, 61면.

89) 김상찬, 앞의 논문, 103면.

90) 홍준형,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고찰”, 164면.

91) 강정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절차의 개선방안”, 99면.

92) 전경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39면.

93) 강정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절차의 개선방안”, 90-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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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법조인의 연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7. 조정제도와 소송의 우열관계

환경분쟁위원회의 재정과 법원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 법원의 소송절차 중지

는 재량사항이지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는 한 반드시

재정을 중지하여야 한다(환경분쟁조정법 제45조). 즉, 환경분쟁조정법은 동일한 사건이 소

송과 재정에 동시에 계류 중일 때에 소송절차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94) 이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절차의 장점을 고려하여 소송절차 우선의 입장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95) 있다. 즉, 일본의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裁判外紛争解決

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96)를 들면서, 환경분쟁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 법원은 소

송절차를 중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한다. 환경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 당사자는 양 절차의 진행속도, 증거조사의 편리성, 입증정도의 편의성 등

을 감안하여 양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절차는 중지시키는 것이다. 양 절차를

비교하여 이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당사자들의 합의로 선택하게 하면 당사자의 권리구제

와 이익실현에 최대한 이바지할 것이라고 한다.97) 환경침해를 당한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어느 것이 환경문제에 대

해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침해 여부를 잘 평가해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환경분

쟁조정제도와 환경소송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병렬적·선택적 제도를 주장하는 견해

도98) 같은 입장이다. 생각건대, 환경분쟁조정제도와 환경소송을 당사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견해는 적절한 견해이며, 그 선택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관의 석명권 행사 등 절차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판상 인과관계 존부 등의 판단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판단을 법원이 수용하

도록 하면99) 환경문제에서 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병렬적인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

다는 견해가100) 제시되고 있으나, 이것은 법관의 사실문제 판단에서 재량권을 침해할 소

94) 강정혜, “환경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전망”, 20면.

95) 강정혜, 위의 논문, 21면.

96) 일본의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26

조 제1항은 “화해가 가능한 민사상 분쟁에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① 분쟁당사자 사

이에 인증분쟁해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② 분쟁당사자 사이에 인증분쟁해결절차에 의해 분쟁해결을 한다

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 분쟁당사자의 공동 신청이 있으면 수소법원은 4월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소송절차

를 중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7) 강정혜, “환경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전망”, 21면.

98) 최철호, “환경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법제개선 방안”, 317-318면.

99) 일본의 公害紛爭處理法 제42조의 32 제1항에서는 “공해로 인한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수소 법원은 필

요한 경우에 중앙위원회에 그 의견을 물은 후, 원인 판정을 촉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0) 최철호, “환경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법제개선 방안”, 3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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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논의하여야 할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전문가 비용도 예산으로 충당하므로 이용자들은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인과관계 판단 등의 전문적이고 기술적 사항을 입증할 수가 있으므

로, 법원은 전문적이고 기술적 사항에 대한 판단을 환경분쟁조정위에 위탁하는 방안도 강

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101) 그러나 이것은 판결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실문제판

단을 환경분쟁조정위에 맡기는 것으로 환경분쟁조정위의 역량강화와 신뢰성확보가 그 전

제로 되어야 한다.

실무상으로 당사자는 환경전문기관에 의한 환경피해의 조사와 분석 결과 등 입증책임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

면 소송에서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102) 이러한 자료에 법원이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

니나, 유력한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는데 유용할 것이다.

8. 조정전치주의 내지 조정전심주의

환경분쟁에 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103) 있으며, 조정전치주의가 채택

되면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의 활용, 노력과 비용의 절감, 피해구제의 신속, 법원의 부담경감

등의 이점이 거론된다.104) 그러나 한편 조정을 거쳐야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전

치주의는 당사자에게 조정을 강요함으로서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가져올 수 있고,105)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106)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소송에 비하여 탄력적이며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자유롭고 구체

적 정의에 부합하는 분쟁해결제도이지만, 법치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환경분

쟁에 대하여도 당사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법치주의

는 환경분쟁조정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107) 따라서 환경분쟁에서도 조정전치주의는 도입

하기는 어렵다. 다만 환경분쟁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 담당재판부에서 조정으로 해결하

도록 적극적인 권유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조정전치주의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처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1심법원으로서 역할을

부여하여 모든 환경분쟁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불복은 항소심 법

101) 강정혜, “환경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전망”, 19-20면.

102) 함태성, “환경책임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정합성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사법, 제26호, 사법발전재단, 2013., 58면.

103) 김세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24집 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2., 310면.

104) 이현준, 앞의 논문, 407면.

105) 강정혜, “환경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전망”, 20면.

106) 이현준, 앞의 논문, 407면.

107) 강정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환경분쟁조정과 환경소송”,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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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판단하자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환경분쟁은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사건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넓혀지는 문제가 있어 이와 같은 강제적 전심주의는 바람직하

지 않다.108)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1심법원으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재

판을 받을 권리(1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

9.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예측력 확보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

다. 이제도가 널리 활용되려면 운용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

정의 “판결예측력”을 높여야 한다.109) 즉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고 빠른 시간에 환경분쟁

을 해결하는데, 그 결론이 법원에서의 판결과 유사하다면 피해자는 굳이 소송으로 해결하

지 않을 것이다.110) 또한 환경분쟁의 사실관계의 확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자연과학

적 불확실성문제를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렇지 아니한

법원보다 보다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권위를 갖춘다면 피해자는 이 제도를 선호할

것이다.111)

법원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은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기능을 가지는 반면에, 조정제도는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규제가 불가능하여 당사자 일방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적 권리

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112) 분쟁에 있어서 법에 의한 공정한 해결을 받을 권리가 분

쟁의 적당한 해결을 받을 권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분쟁의 조정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단순히 반으로 나누는 식의 절충주의적 판단이 될 위험성을 항상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113)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여 조정의 결과가

정의에 반하지 않도록 힘써서 그 결정의 권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어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 된지 어언 27년이 지났다.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지만, 대부분

108) 강정혜, “환경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전망”, 20면.

109) 조홍식, “환경분쟁조정의 법정책”, 125면.

110) 조홍식, 위의 논문, 133면.

111) 조홍식, 위의 논문, 133면.

112) 이현준, 앞의 논문, 407-408면.

113) 전경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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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건이 소액의 재정사건에 치우쳐 애초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환경분쟁조정

위원회가 환경분쟁에 관한 ADR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할 난제가 여러 가지 있었다. 재정보다는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조정대상을 분

쟁이 예상되는 침해행위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 중앙과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 분쟁처리 기법을 표준화할 것,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지위를 총리

산하로 격상하여야 한다는 의견, 조직 및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소송절차를 우선시

하는 입장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점, 판결예측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면 환경분쟁에 있어서 소송보다는 조정제도가 더 활용될 것으로 예

상된다. 향후 환경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경분쟁해결에 있어서 신속하

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점에서 ADR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 분쟁 사안을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가치를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ADR제도가 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불균형

으로 강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얻어내는 절차로 전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아가 법적 권리의 보호가 아니라 일방당사자의 법적 권리의 일부 포기를 전제로 하는 분

쟁의 평화적 해결을 사회가 권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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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 Current Status and Issues

Esook Yoon

Choon-Won Lee

Rapid industrial growth based on massive fossil fuel energy consumption has caused serious

damages on natural environment and every aspects of human life. As demands for clean and

pleasant living circumstance increases, conflicts and disputes around environmental problems have

also been widespread. Given the ‘environmental rights’ is a relatively new legal concept, however,

resolving environmental disputes through the traditional legal principles and litigation procedures

could be restrictive and, in some sense. inefficient as well as expensive. With efforts to develop

new legal principles on environmental disputes,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has

been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o the traditional legal dispute procedures.

The Korea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introduced as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has been well established for the past twenty-seven years, given the

steadily increasing numbers of applications to the Commission over environmental disputes.

However, as most cases are still small in money terms and mainly subject to adjudication, the

effectiveness and practical contribution of the Commission in the resolution of environmental

disputes have in fact been limited. For the enhancement of the status and roles of the

Commission as the prior instrument o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n environmental

disputes, several suggestions could be considered as follows: First, mediation needs to be more

activated than adjudication in order to meet the primary purpose of ADR that resolves

environmental disputes according to free will of concerned parties. Second, the scope of mediation

could be expanded to the areas including potential environmental damages. Third,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s at both central and local

levels need to be evenly distributed. Fourth, the mechanism and procedures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standardized. Fifth, the status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could be elevated in rank by shifting its current affiliation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Sixth,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human resources of the Commission need to be reinforced. Seventh, the current situation that

tends to give priority to litigation procedures when an environment dispute is simultaneously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151

pending in litigation and mediation should be eased and properly adjusted. Eighth, the adoption of

mandatory mediation in advance to litigation needs to be discussed. Ninth, the legal authority of

the Commission's decisions should be further guaranteed.

If above suggestions are thoroughly reviewed and properly adopted, the roles, authority and

power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would be increased in the era when

environmental conflicts get widespread, requiring an effective alternativ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Key Words :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Environmental Dispute, Environmental Conflict, Adjudicat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