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본에서의 환경소송의 전개

1) 

오쿠보 노리코*

번역: 박 용 숙**

Ⅰ. 잇따른 요 결과 환경소송의 유형

Ⅱ. 행정소송

Ⅲ. 민사 지소송 - 오이원  후쿠이 지방법원 결

Ⅳ. 국가배상소송 - 센난 석면사건

Ⅴ. 결론

Ⅰ. 잇따른 중요 판결과 환경소송의 유형

2014년 5월 21일, 요코하마 지방법원(横浜地裁)과 후쿠이 지방법원(福井地裁)에

서는 획기 인 결 2개가 내려졌다. 자는 국가에 해 아츠기 기지(厚木基地)의 

자  항공기의 운항 지를 요구한 행정소송(아츠기 기지 소송)이며, 후자는 간

사이 력(関西電力)에 해, 오이 원 (大飯原発)의 운행 지를 요구한 민사소송

(오이 원  지소송)이며, 모두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그리고 지난해(2013년)

에는 법원이 미나마타병 인정 요구 소송에서 청구를 인용하고, 연말에는 오사카 

고등법원 결이 석면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등, 법원  

하 심에서 요한 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는 “사법의 복권”

이라는 말도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요한 환경 

련 사건에 해 검토하기로 한다.

일본의 주요 환경소송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으로 별된다. 이  먼  민사소

송은 손해 배상과 지소송으로 이루어진다. 역사 으로 보면, 일본의 공해ㆍ환경

 * 오사카 학 교수.
** 강원 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124∣　환경법과 정책 제14권(2015.2.28)

재 은 고도 경제성장기의 극심한 공해로 민법상의 불법행 (제709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비롯 다. 4  공해소송이 그 형 인 이다. 그러나 오사카 

공항 소송처럼 도로공해, 공항공해 등 공공 조물의 설치ㆍ 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해서는 국가배상사건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가 용된다. 한 최근 미나

마타병이나 석면사건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업자에 한 규제권한의 지연이나 불

행사에 의해 피해가 확 되었다 하여, 국가배상법 제1조에 따라 국가 는 지방자

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몇몇의 원고 승소 

결이 내려지고 있다.

그리고 지소송의 부분은 인격권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공공시설과 련해

서는 그 공공성이 시되므로 지청구가 인용되는 사안은 한정되어 있다. 1990년

에는 폐기물처리장과 련하여 평온생활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지청구를 인정

하는 결이 계속되고1), 한 도로공해와 련해서는, 21세기에 들어 2개의 지

결2) 내려졌지만, 그 후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결은 보이지 않는다. 오이 원

 지 결은 사회 으로 요한 사건 가운데 오랜만의 지인용 결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행정소송은 오랜 기간에 걸쳐 그 기능 상실이 지 되어 왔다. 

종  행정소송의 핵심은 항고소송, 특히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이었지만, 원고 격이

나 처분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각하되는 경우도 지 않았다. 따라서 2004년에 

행정사건소송법(이하 “행소법(行訴法)”이라 함)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  지

소송을 항고소송의 유형으로 새롭게 규정되어 원고 격의 실질  확 도 이루어졌

다. 그러나 특히 자연ㆍ경 ㆍ문화재 소송 등에서는 여 히 원고 격이 부정되는 

사안이 끊이지 않고, 환경행정소송이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

라서 행소법 개정 후, 행정소송의 수는 극 으로 증가하지 않고, 5000건을 훨씬 

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의무이행소송 등 새로운 소송유형을 

극 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인정되어, 실제로 인용사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상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먼  이러한 환경행정사건에 있

어서 주목할 만한 례를 다루어 보겠다.

 1) 仙台地決1992年2月28日判時1492号109  등.
 2) 尼崎訴訟에 한 神戸地判2000年1月31日判タ1726号20   名古屋南部訴訟에 한 2000 

年11月27日判時1746号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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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소송

1. 의무이행소송

행소법 개정으로 도입 된 의무이행소송에는 비신청형과 신청형의 2종류가 있다

(제3조 제6항). 신청형 의무이행소송은 법령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 해당 신청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게다가 신청형은 ① 신청을 방치한 경우의 소송(부작 형)과 ② 신청을 거부한 경

우의 소송 (거부처분형)으로 나  수 있다(그 요건에 해서는, 제37조의3). 를 

들어, 공해병 인정신청이 방치되거나 거부된 경우에 신청형을 이용하게 된다. 그리

고 비신청형 의무이행소송은 법령에 의거하여 신청권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에 하여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일반 으로 인근주민 등에게 

규제의 발동을 요구하는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권한의 발동을 구하

는 경우에는 비신청형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비신청형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기 

해서는, ① 일정한 처분이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써 한 손해를 일으킬 우려

가 있을 것, ② 그 손해를 피하기 해 다른 당한 방법이 없을 것, ③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자이어야할 것이 요구된다(제37의2).

이하에서는 신청형의 로 미나마타병(水俣病) 사건, 비신청형의 로 불법투기

사건을 다루기로 하자.

(1) 미나마타병 인정 의무이행 구마모토 소송 법원 결

미나마타병에 해서는 가해 기업인 치소(chisso; チッソ株式会社)에 한 손해배

상 소송 외3) 국가ㆍ (縣)의 규제권한의 불행사에 한 국가배상소송이 제기 되어

(미나마타병간사이 소송)4),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 국가ㆍ 의 부작  책임이 정

된 것은 획기 인 일이지만, 미나마타병의 공식 발견으로부터 50년 이상 경과해도 

근본 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원래, 공해건강피해에 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재 보다 간단ㆍ신속

한 구제를 도모하기 해 1969년 ｢(구) 공해와 련한 건강피해의 구제에 한 특

별조치법(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the Relief of Pollution-Related 

 3) 熊本水俣病第一次訴訟에 한 熊本地判1973年3月20日判時696号15  등。

 4) 이른바, 水俣病関西訴訟에 한 判2004年10月15日民集58巻7号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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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제정 이후, 신청에 따라 지정 질병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요양비 등을 

지 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1973년에는 동법 신 ｢공해건강피해의 보상 등

에 한 법률(Act on Compensation, etc. of Pollution-related Health Damage)｣(이하 

“공건법(公健法)”이라 함)이 성립되어, 부 내용의 충실을 도모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해결이 장기화되는 원인의 하나는 미나마타병의 인정에 시간이 걸리고 

한 인정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은 환자가 많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극심한 미나마타병 환자는 언어장애, 보행장애, 시야 착 등 여러 증상이 함께 나

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해, 인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지 말단 우

의 “감각장애”증상만을 보이는 환자의 인정이다. 종래의 인정 기 은 감각장애만으

로는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소송에 

의하여 청구가 인용된 소송에서 미나마타병 환자하다고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신청이 기각되어, 공건법상의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했다. 그런 의

미에서 더욱 간단ㆍ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사이에 역  

상이 존재하고, 본래의 행정구제의 이념과 괴리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4월 16일, 법원은 두 개의 요한 결이 내렸다.5) 하나

는 술한 미나마타병 간사이 소송의 승소원고 A가 미나마타병의 인정을 요구한 

의무이행소송으로, 법원은 청구를 기각한 고등법원 결을 기환송하고 원고승

소 결을 내렸다.6) 그 후 A는 즉시 인정되어 실제로는 기환송심 결이 나오

는 않고 소송은 종결되었다. 다른 하나는 장기간 인정이 방치된 후, 인정이 거부된 

B에 한 결이다.7) 즉, B는 1974년에 미나마타병 인정신청을 했지만, 인정이 유

보된 채 1977년 사망했다. 그 후, 신청으로부터 21년 후 1995년 8월에 이르러 인

정신청 기각처분이 이루어진 것에 해 B의 자(子)인 승계인이 당해 처분의 취소

를 요구하는 동시에 구마모토 (熊本県)에 하여 미나마타병이라는 인정의무이행

을 요구한 것이다. B 결은 법원이 미나마타병 인정의무이행청구를 인용한 최

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B소송에 해 기술하기로 하자.

본건의 쟁 은 감각장애만의 미나마타병이 존재하는지와 법원에 의한 인정처분

 5) 양 결의 평석으로서, 를들면, 林俊之ㆍジュリ1467号(2014年)70 , 越智敏裕ㆍジュリ
1466号(2014年)38 , 深澤龍一郎ㆍ法教402号(2014年)5 , 大塚直ㆍLaw&Technology62号

(2014年)52 , 礒野弥生ㆍ環境と公害43巻2号(2013年)52 , 島村健ㆍ法教396号(2013年)58
ㆍ法教397号43 , 原島良成ㆍ新判例解説Watch環境法39号(2013年)1 , 山下竜一ㆍ法セ
ミ704号(2013年)111  참조.

 6) 判2013年4月16日民集67巻4号1115 。

 7) 判2013年4月16日判時2188号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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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 방법이다. 제1심8)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후쿠오카 고등법원(福岡

高裁)9)은 청구를 인용했다.

첫째, 미나마타병의 의의에 해 본 법원 결은, 공건법에서 말하는 미나마타

병은 “어패류에 축 된 메틸수은을 경구섭취함으로써 생기는 신경계 질환”을 말한

다고 하며, 이와 같은 객  사상(事象)보다 일부러 공건법상의 미나마타병을 

의로 한정하여 해석할 법  근거는 찾아 볼 수 없다고 시하고, 객 인 사상으

로서의 미나마타병과 구제법상의 법개념으로 서의 미나마타병은 동의어임을 확인

했다. 게다가, 감각장애만의 미나마타병이 없다는 과학  입증이 없으므로, 감각장

애 증상만의 미나마타병의 존재를 인정하고, 미나마타병의 병상 론에 사법으로서 

결착시켰다.

둘째, 인정처분의 사법심사의 방법에 해서는 행정의 요건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져 왔다. A사건 고등법원 결이 이카타 원 (伊方原発) 소송에 한 

법원 결10)과 같은 단 틀에서 행정의 단을 존 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본 

결은 인정자체는 “ 재 는 과거 확정된 객  사실을 확인하는 행 ”이기 때

문에 행정의 재량에 맡겨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상을 일부러 의로 한정

하여 해석해야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처분행정청의 단의 

합성에 한 심리ㆍ 단은 처분행정청의 단기 이나 단에 불합리한 이 있

는지 여부 등 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개별 사안의 제반사정과 계증거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개개의 구체 인 증상과 

원인물질 사이의 개별  인과 계의 유무 등을 심리 상으로” 단해야 한다고 

시했다.

즉, 본 결은 인정처분의 사법심사를 사실인정의 문제로 처리한 것이며, A사건 

오사카 고등법원 결을 부정하고, 원자로 허가심사의 경우와는 명확하게 구별했

다. 본건과 같이 확정사실에 한 인과 계 유무의 심사와 사 규제인 원자로 허

가심사와는 분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본 결의 사고방식이 타당하다.

본 결 후 인정에 한 불복심사를 담당하는 공해건강피해보상불복심사회는 기

존의 운용을 변경하고, 감각장애 증상만의 환자에 하여 이를 미나마타병으로 인

정하는 결을 하 다.11) 한 환경성(환경부)은 작년(2014년)에 감각장애만으로도 

 8) 熊本地判2008年1月25日訟月59巻2号282 。

 9) 福岡高判2012年2月27日訟月59巻2号209 。
10) 判1992年10月29日民集46巻7号1174 。
11) 公害健康被害補償不服審査会裁決2013年10月2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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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환경성 통지를 내렸다.12) 무엇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인정기 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 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

으며, 감각장애만을 가지는 많은 환자에 해서, 크게 인정범 가 확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상되고 있다. 따라서 재도 인정 등을 구하는 새로운 소송이 계속되

고 있다. 본 결은 기존의 경직 인 취 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넣은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미나마타병의 면 해결을 한 길은 여 히 멀다.

(2) 불법투기조치 명령처분 등의 의무이행사건 항소심 결

신청권이 없어도 이용 가능한 비신청형 의무이행소송은 인근 주민들이 불법사업

자의 규제를 행정에 구할 수 있다는 으로 환경소송에서 유용성이 기 되어 왔다. 

그런 가운데, 산업 폐기물 처리장에 한 조치명령의 의무이행청구를 인용하는 최

의 고등법원 결이 내려졌다.13) 본건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 인근 주민들이 불

법 폐기물 처분으로 인하여 생활환경보 상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하여, 처

리장이 소재하는 후쿠오카 에 해 ｢폐기물의 처리  청소에 한 법률｣ (이하 

“폐소법”이라 함) 제19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폐기물의 철거 등)과 집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처리장 부근의 우물이나 강은 생활용수 등

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본건 처리장의 조업자는 그때까지도 폐소 법의 기 반에 

의한 엄 주의, 개선명령 등을 받고 있었다. 한 2004년에는 본 처리장의 조업을 

지하는 가처분 결정도 내려졌다.14)

제1심15)는 한 손해의 험을 부정하여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해 항소심

인 본 결은 조치명령의 의무이행을 인용했기 때문에, 후쿠오카 이 상고했지만, 

상고기각  상고 불수리 결정이 내려져16), 항소심 결이 확정되었다.

본 결은, 먼  본건 처리장에서 불법 폐기물의 처리가 행해진 것에 의해, 납으

그 개요에 해서http://www.env.go.jp/press/file_view.php?serial=23264&hou_id=17326。
12)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水俣病の認定における総合的検討について｣

(2014年3月7日環保 発第 1403072号)
13) 福岡高判2011年2月7日判時2122号45 。본건 평석으로서, 를 들면, 黒川哲志ㆍ自治研究

89巻3号(2013年)150 , 神橋一彦ㆍ判時2163号(2012年)153 , 飯島淳子ㆍジュリ1440号

(2012年)48 , 大久保規子ㆍ法セミ697号(2011年)129 , 越智敏裕ㆍ民事判例Ⅲ(2011年)168
, 筑紫圭一ㆍ新ㆍ判例解説Watch10号(2011年)299  참조.

14) 福岡地飯塚支決2004年9月30日判例集未登載。
15) 福岡地判2008年2月25日判時2122号50 。
16) 決2012年7月3日LEX/DB2548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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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염된 지하수가 인근 주민의 생명, 건강에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 한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을 정했다. 그리고 도도부 지사의 조치

명령의 권한은 인근 주민의 생명, 건강보호를 해 “ 시에 한 하게 행사되

어야 함”을 제로 ① 생명, 건강에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 ② 지하수 오

염은 어도 6년 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추인되는 것, ③ 손해를 피하기 한 다

른 당한 방법이 없는 것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 시 에서 후쿠오카 지사가 

법에 의한 상기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본건 조치 명령을 하지 않는 것은, 상

기 규제권한을 정한 법의 취지, 목 이나 그 권한의 성질 등에 비추어 히 합

리성을 결여 것으로서, 그 재량권의 범 를 과 는 그 남용이라 인정된다.”고 

시했다.

본 결은 폐기물 분야에서 비신청형 의무이행청구를 인용한 최 의 사안이다. 

처리장을 둘러싼 기존의 주된 쟁송방법은 설치허가의 취소소송과 사업자에 한 

민사 지소송이었다. 례는 취소소송에서 인근 주민의 원고 격을 인정하는 경향

을 보이고17), 민사 지소송 에 해서는 우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 술한 바

와 같이, 가처분 인용사례가 여러 존재 한다. 하지만 부분의 경우, 실제로는 민

사 지소송에 의해 오염제거를 실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본건에서 조치명령

을 구하는 비신청형 의무이행청구가 인용된 의의는 크다. 본 결은 규제권한의 

불행사에 한 국가배상청구와 유사한 결정구조를 이용하여, 이른바 재량권의 소극

 남용을 인정하고 조치명령의 의무이행을 인용했다. 다만, 본건에서는 집행의 

의무이행은 인정되지 않았다. 본건과 같이 원인자에게 자력이 없어 결국 집행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 어떻게 이것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이다.

2. 무명항고소송으로서의 금지 소송 - 아츠기 기지 소음소송 요코하마 

지방법원 판결

2014년 5월 21일,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아츠기 기지 소음소송에서 자  항공

기 운항처분의 지청구를 인용하는 획기 인 결정을 내렸다.18) 지 까지 요코타 

기지(横田基地), 후텐마 기지(普天間基地), 카데나 기지(嘉手納基地), 코마츠 기지(

松基地) 등 많은 기지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기지 지소송이 인용된 것은 처음이

다. 다만, 소음피해의 주원인인 미군기에 해서는 종 의 례와 마찬가지로 청구

17) 東京高判2009年5月20日LEX/DB25441484。
18) 横浜地判2014年5月21日LEX/DB2544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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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척하고 실효 인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변화는 없다.

종래의 례는 공공 조물(공공시설)  도로에 해서는 민사 지소송이 가

능하고, 술한 바와 같이, 실제로 지 인용 결이 내려졌다. 이에 해, 공항소음

은 오사카 공항 소송 법원 결(이하 “오사카 ”이라 함)19) 이후, 손해배상청

구는 인정하더라도 민사 지소송의 문은 굳게 닫 있었다.

그 다고는 하지만, 그 이유는 민간 항공기, 자  항공기, 미군기에 따라 다르

다. 즉, 법원은 오사카 에서 민간 항공기에 해서는 국 공항에서의 항공행

정권과 국가의 공항 리권은 불가분 일체 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민사상 지청구

를 할 수 없다고 시했다. 이에 해, 자  항공기에 해 아츠기 기지 제1차 

소송 법원 결(이하 “아츠기 ”이라 함)20)에서는, 자  항공기 운항에 

한 방 청 장 의 권한 행사가 그것에 필연 으로 수반하는 소음 등에 해 인근 

주민의 수인을 의무화하는 것 등 감안하면, 민사 지청구는 해당 권한행사의 취

소변경 등을 요구하는 청구를 필연 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부 법하다고 하고 있

다.21) 게다가 이러한 례는 행정소송 방법에 의해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구제방법조차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인정해야 한다

는 강한비 과 함께, 만일 이러한 례를 제로 한 경우에 어떠한 소송이 가능한

지가 논의 되어 왔다.

한 미군기에 해서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과 미국을 피고로 하는 소송

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 그 통제를 벗어

난 제3자의 행 의 지를 청구하는 것임을 이유로 아츠기   요코타 기지에 

한 1993년의 법원 결(이하 “요코타 1993년 ”이라 함)22)에서 상고를 기

각했다. 한 미국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서도 요코타 기지에 한 2002년의 

법원 결(이하 “요코타 2002년 ”이라 함)23)은 주권  행 에 해서 국제

습법상 민사재 권이 면제될 것임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본 결은 도로  공항에 한 종래의 법원 례를 충실히 따른 다

음, 이 결의 논리를 구사하여, 자  항공기 련 무명항고소송으로 지청구의 

19) 判1981年12月16日民集35巻10号1369 。
20) 判1993年2月25日民集47巻2号643 。
21) 大阪 判과 厚木 判의 단구조의 차이에 해서는, 畠山武道ㆍ環境法判例百選2版(2011

年)95 以下 참조.
22) 判1993年2月25日判時1456号53 。
23) 判2002年4月12日民集56巻4号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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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청구를 인용한 의의는 크다.

구체 으로 말하면, 본건은 카나가와 (神奈川県)에 소재한 미군과 자 가 사

용하는 아츠기 기지 인근 주민 총67명이 아츠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

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  피해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여, 국방장 (防衛大臣)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해, 매일 오후8시

부터 다음날 오 8시까지 자  항공기  미군기의 운항 지 등을 요구하는 행

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976년 이후 지 까지 아츠기 기지를 둘러싸고, 과거ㆍ장래의 손해배상(제1차~

제3차)  민사 지(제1차ㆍ제2차)를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으나, 과거의 손해배상

청구만이 인정되어 왔다. 이번에도 본건과 병행하여 과거ㆍ장래의 손해배상  민

사 지청구도 제기되고 있으며(제4차), 본 결과 같은 날에 다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는 결이 내려졌다.24)

(1) 소송 방법의 선택

아츠기 에 따르면, 국방장 은 자 법에 따라 자  항공기 운행의 총

권한(제8조)  항행안 , 항해로 인한 장애방지를 도모하기 해 필요한 규제권한

(제107조 제5항)을 가지고 있고, 장 의 이 권한행사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법정 지소송 는 무명항고소송  하나의 지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학설은 기지소음에 해서도 민사소송을 인정해야한다는 견해가 강하지만, 례

를 제로 한 경우의 행정소송으로서, 법정 지소송설25), 무명항고소송설26), 확인

소송 등의 당사자소송설27) 외에도, 민사소송을 포함하여 이들을 선택 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는 설28) 등, 다양한 가능성이 주장되었다. 2004년 행소법 개정에 

즈음 지소송이 법정되었지만, 기지소음에서는 공권 인 사실행 가 다투어져있

고, 다양한 소음 책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일정한 처분”의 특정이 가능

24) 横浜地判2014年5月21日LEX/DB25446434。
25) 를 들면, 岡田政則｢基地騒音の差止請求と改正行政事件訴訟法｣早法85巻3号(2013年)27

以下。
26) 행소법 개정 의 厚木 判의 橋元裁判官의 補足意見이 予防的不作為訴訟을 주장하고 있

는 것 외에,権力的妨害排除訴訟論에 해서, 塩野宏 行政法Ⅱ第5版補訂版 (有斐閣ㆍ2013
年)252 以下 참조。

27) 高木光ㆍ法協112巻3号(1995年)432 。 한, 岡田｢前掲｣39 以下도 참조.
28) 藤陽子ㆍ行政判例百選Ⅱ第6版(2012年)329 。



∣132∣　환경법과 정책 제14권(2015.2.28)

한가라고 하는 것에서, 법정 지소송을 활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에 해, 본 결은 국방장 의 권한행사는 아츠기 기지 에 의해 공권

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 라고 인정되는 이상,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

어야 한다는 에서 출발하여, 이것을 “자  항공기 운항처분”이라고 이름붙이

며, 그 근거를 자 법 제107조 제5항에서 구하며, “무명항고소송”을 선택해야 한

다고 시했다. 즉, 본 결은 자  항공기 운항처분의 특징으로서, ① 법 효과

를 수반하지 않는 사실행 인 , ② 처분의 상 방이 불특정 다수인 , ③ 처분

의 개수를 세는 것이 곤란한 , ④ 자  항공기 운항처분의 법성 여부는 자

법의 해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비교 검토 한 결과, 소음피해가 

수인한도를 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 ⑤ 피해가 사실행 로 인한 소

음이므로 취소소송이 기능할 여지가 없는 을 꼽는다. 따라서 자  항공기 운

항처분은 “아츠가 기지 이라는 례에 의해 그 존재가 인정된” 것이며, “일반 

행정 처분과는 성격, 내용을 달리하는 특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외를 강조한

다. 그리고 자  항공기 운항처분의 경우는 지범 의 제한방법은 매우 다양하

며 “일정한 처분”을 념하는 것은 곤란하며, 본건은 실질 으로 추상  부작 명

령을 구하는 소송이라 한다. 그래서 법정 지소송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무명항

고소송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요한 것은, 본 결이 본건 무명항고소송의 요건에 하여 요코타 

1993년 을 참조하여 추상  부작  명령소송을 인정한 것이다. 즉, 동 결은, 

항공기 소음이 특정 지 에서 특정 시간 에 일정 수 을 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을 구하는 민사 지소송이 청구의 특정에 부족하지 않다고 시하고 있다. 본 

결은 이 논리가 행정소송에도 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한 에서 요하다. 이

에 의해, 도로에 해서도, 공항에 해서도, 한 민사소송에서도, 행정소송에서도, 

피해의 성질에 따라 추상  부작 명령소송을 인정하는 흐름이 정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결은 기존의 례가 민사 지를 부 법하다는 것을 제로, 고

육지책으로 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한 것이지만, 항고소송의 가능성을 규명한 결과, 

본건 소송의 목 , 소송요건  인용요건은 실질 으로는 일반 민사 지소송과 매

우 유사한 것으로 재차 부각되었다. 원래 장 의 권한행사는 내부 인 것으로, 주

민들에게 소음수인을 의무화하는 명문 규정이나 주민에게 고지 차 등도 없는  

등으로부터,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에 해서는 비 이 강했으며29), 굳이 장 의 권

한행사를 처분으로서 구성할 실익은 부족하다. 아츠기  , 나아가서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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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이다.30)

(2) 법성

본 결은 국방장 의 권한행사의 법성에 해서 국가배상소송과 같은 단 

틀을 구성하고 있다. 즉, 첫째, 국방장 은 자 법 제107조 제5항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과한 소음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해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할 의무를 지고, 이 의무를 반하는 자  항공기 운항처분은 법하다. 

둘째, 그 구체 인 단에 있어서는, 조물의 하자(국가배상법 제2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침해행 의 태양과 침해의 정도, 피 침해 이익의 성질과 내용, 침해

행 가 가지는 공공성 내지 공익상의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등을 비교 검토하는 

한편, 침해행 의 시작과 그 후의 계속 경과  상황, 그 사이에 채택 된 피해 방

지에 한 조치 여부  그 내용, 효과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을 종합 으로 

고찰하고 이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셋째, 다만 배상책임의 유무를 단할 

때와 지의 필요여부를 단하는 경우와는 그 단방법에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

라 하며, 국도43호선 소송 법원 결31)을 참조 한다.

그리고 구체 으로, 본건의 경우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 8시까지에 해서는 

“수면방해의 피해정도는 상당히 심각”하며, 다른 해상자 는 오후10시부터 오 6

시까지의 시간 에서는 자율규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운항을 지하더라

도 공공성이 크게 손상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에 해, 오후8시부터 10시까

지와 오후6시부터 8시까지에 해서는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 않

다고 생각되며, 지된다면 비행장의 공공성은 일정 정도 손상을 입는다고 했다. 

게다가 자 의 행동은 그 특성상 필요한 경우 언제 어떠한 경우에서도 실시해야 

함을 이유로(자 법 제76조 이하),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

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 6시까지 지를 인용했다.

본 결의 구조는 민사소송에서는 통 인(orthodox) 것이지만, 일단 아츠기 

의 원심32)이 공공성을 지나치게 시33)하여 손해 배상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는 

29) 畠山｢前掲｣96 以下, 高木｢前掲｣434 以下, 藤｢前掲｣329 , 大塚直｢厚木基地第1次, 横

田基地第1, 2次訴訟 高裁判決について｣ジュリ1026号(1993年)55 以下, 岡田正則｢公共事

業の公権力性と差止訴訟｣法時70巻6号(1998年)97 以下, 原強ㆍ判タ1062号(2001年)146
以下 등。

30) 본 결과 지 까지의 高裁判例의 계에 해, 山下竜一(2014)｢判批｣法セミ716, 115
도 참조.

31) 判1995年7月7日民集49巻7号2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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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고려하면, 기지의 고도의 공공성을 제하면서도, 소음피해의 성질ㆍ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인용범 를 수정하여 지를 인정했다는 에서 의의는 크다.34)

(3) 미군기의 지

미군기의 지는 종래부터의 난제이다. 법원 례는 국가에 한 민사소송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본 결은 처분이 부존재임을 이유로 항고소송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한 당사자 

소송에 해서도 민사 지소송에 한 아츠기 의 논리에 따라 이를 기각했다.

즉, 아츠기 비행장은 1971년 일본의 시설로 사용 환된 것으로, 미국은 미일안보

조약 제6 조, 지 정 제2조 제1항, 제4항b  미일정부간 정에 따라, 동 비행장

의 임시사용권을 가진다. 본 결은 사용권이 양국간 합의에 근거한 것이며, 미일

안보조약 등에서 국가가 일방 으로 미국과의 사이의 합의내용을 변경 등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츠기 비행장에 하여 국가가 미국에 

해 사용을 허용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하며, “본건 미군기 지

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지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 법”이라고 시했다.

한 당사자 소송에 해서도, 본건 부청구와 아츠기 의 지청구의 “목

은 실질 으로 동일하며, 피고에 하여 그 통제를 벗어난 제3자의 행 의 지

를 내용으로 포함 하는 요청을 한다는 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아츠기 의 

사정은 본건에 미친다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그 다고 하면, 술한 바와 같이, 요코타 기지 2002년 에 따르면 

미국에 한 소송도 미국이 스스로 재 에 응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기 때문

에35), 결과 으로 미군기에 의한 소음피해에 해서는 권리침해가 존재에도 불구

하고, 재 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음피해의 부분은 미군기에 의한 

것이므로, 본건 자  항공기 지청구가 인용되어, 비록 자  항공기에 의한 

소음을 일 수 있다고 해도, 반드시 근본원인의 해결에 다다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 결도 “아츠기 비행장은 국방장 이 설치ㆍ 리하는 공항이며, 한 

32) 東京高判1986年4月9日判時1192号1 。
33) 大内俊身ㆍジュリ1026号(1993年)92 。
34) 麻生多聞ㆍ法セミ716号(2014年)114 。
35) 이에 해, 불법행 에 해서는, 주권 행 로서 재 면제을 인정하는 국제 습법이 반

드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 해, 薬師寺公夫ㆍジュリ1246号(2002年), 259 , 岩間

徹ㆍ環境法判例百選2版(2011年)1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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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 은 아츠기 비행장의 사용을 미군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장 은 아

츠기 비행장에 이착륙하는 자  항공기  미군기 체에 하여, 이로 인한 재

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 을 보장하기 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진다”

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분명, 미군기지 사용에 한 개별 사용허가의 존재를 짐작  하는 규정은 존재

하지 않지만, 불법 는 조약의 목 에 반하는 사용을 한 경우 이에 아무런 응

도 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36) 지 정에 따르면 미일 어느 한

쪽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ㆍ지역 사용에 한 결정(取決)을 재검토해야한다

(제2조 제2항). 가령 일본이 리권에 따라 일방 으로 미군의 사용을 거부ㆍ제한

할 수 없다하더라도 미군도 일본의 법령의 존 의무를 부담하며(제16조), 어도 

일정한 요구권 행사37) 등의 교섭38)을 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미군이 동 

정 제3조에 의거 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조차 미일합동 원회에 의한 소음규제

합의가 체결되었다.

종래부터 국가는 공동 방해자ㆍ방조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지 도 있었으

며39), 본 결이 통치행 를 취하지 않고, 미군기 해서도 리권에 따른 의무를 

인정한 은 요하다. 한 헌법이 보장하는 재 을 받을 권리는 법치국가의 기

본이다. 만일 국방장 의 리권이 공권력의 행사를 포함하는 포 인 권능이며, 

이를 개개로 분리하여 악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면, 기존의 례를 제로 하

는 한, 입법 인 해결40) 외에도 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이론에 모순

이 없는 것이다.

기지 소음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은 인정하지만, 지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부터, 도로소송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계속되어, 국가는 아마가

사키 결(尼崎判決)이 나올 때까지 충분한 건강 향조사조차 게을리 했다. 이번에, 

종래의 례를 구사하여 기지 소송에서도, ① 행정소송 유형의 선택, ② 추상  부

작  청구 여부, ③ 공공성 시라고 하는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  항

공기에 한 지인용 결이 나온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당  하 심 

36) 岡田｢前掲｣(注25)61 以下, 吉村良一｢基地騒音公害の差止め｣立命館法学292号(2003年)470
以下。

37) 田山輝明ㆍ判評335号(1987年)29 以下, 大塚直｢前掲｣60 。
38) 淡路剛久ㆍ私法判例リマークス9号(1994年)21 , 林秀之＝藪口康夫ㆍ判評422号(1994

年)49  이하。
39) 加藤雅信ㆍ法教87号(1987年)85 , 林＝藪口｢前掲｣49 , 吉村｢前掲｣472 以下 참조。
40) 柳憲一郎ㆍ環境法判例百選2版(2011年)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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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서는, 아츠기  원심도 포함하여 통치행 를 채용 한 것도 있었다는 것

을 생각하면, 단계 으로 법의 지배가 향을 미쳐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련의 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결에서 서

술한 것처럼 아츠기 비행장의 사용ㆍ공용의 법성은 “약 40년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 아츠기 기지는 1982년 미 해군이 NLP(Night Landing Practice)를 시작함으

로써 소음이 격화되어, 그동안 소음은 일시 감소하 으나, 2010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본 결에서도 인근 책  음원 책은 피해의 경감효과가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NLP 실시장소인 이오토(硫黄島)에 일부 변경은 이

루어졌지만, 항공모함 함재기의 이주는 지연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개선은 

상되지 않는다. 같은 피해는 다른 기지 인근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자  항공

기는 물론 미군기에 해서도 결의 취지에 맞는 실효  책이 간 히 요망된다.

Ⅲ. 민사금지소송 - 오이원전 후쿠이 지방법원 판결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  사고 이 에도 여러 원 소송이 제기되어 왔다. 

그 부분이 원고 청구의 기각이며, 원고 승소의 몇 안 되는 하 심 결41)도 상

심에서 뒤집어 승소가 확정된 사례는 없다. 이카타 소송, 몬주 소송42)가 같이 고

도의 문 기술 인 원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의 단이 존 되고, 그 벽을 깨는 

것은 어려웠다.

그 상황을 많이 변화시킨 것이 후쿠시마 제1원 의 사고이다. 2011년 3월 이후 

원  련 소송은, 피해자 구제소송과 탈 원  소송으로 별된다. 국가는 원자력 

손해배상 분쟁해결 센터를 설치하고, ADR에 의한 간이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목

표로 하여43),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 구제 내용에 불만을 갖는 피

해자도 지 않아, 국 각지의 피난 주민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44)

탈 원  소송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으며, 후쿠시마 제1원  사고 이후 

41) 몬주의 무효확인소송에 한 名古屋高金沢支判2003年1月27日判時1818号3 , 志賀原発의 

민사 지소송에 한 金沢地判2006年3月24日判時1930号25 。
42) 判2005年5月30日民集59巻4号671 。
43) 2011년8월에, 원자력손해배상법에 기해 원자력손해배상심사회의 화해 개기능을 담당하

는 ＡＤＲ기 으로서, 원자력손해배상분쟁해결센터가 설치되었다.
44) 각지의 손해배상소송의 상에 해서는, 다음의 홈페이지 참조。

http://genpatsu-jinken.net/02higaisya/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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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이미 20개 이상의 소송이 제기 는 비되고 있다. 그 에는 오마 원

(大間原発)을 놓고 하코다테시(函館 ) 스스로가 국가, 력개발을 상 로 제기한 

국 최 의 소송도 포함되어있다.45) 2011년 7월에는 탈 원  변호단 국연락

회46)가 결성되어, 국 170명 이상의 변호사가 가맹되어 있다.

그 소송 의 하나가 후쿠이 (福井県)의 오이 원  제3ㆍ4호기의 운행 지소송

이다.47) 이 소송은 인근 주민을 포함한 국 각지의 주민들이 간사이 력에 해 

인격권 등에 따라 동 원 의 지를 구한 민사소송이다. 이에 해, 2014년 5월 

21일, 후쿠이 지방법원48)은 후쿠시마 원 사고를 바탕으로 기존의 사고방식을 비

하고, 원 에서 250킬로미터 거리에 거주하는 원고에 한 지를 인용했다.

즉, 본 결은, 먼  단의 제로서 “일단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

의 생명, 신체나 그 생활기반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사업과 련된 조직은 그 

피해의 크기, 정도에 따라 안 성과 고도의 신뢰가 요구됨이 마땅하다”고 한다. 

한 “특히 생명을 구하고 삶을 유지하는 인격권의 근간 부분에 한 구체 인 침해

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침해의 이유, 근거, 침해자 과실의 유무나 지에 의해 

받는 불이익의 크기를 묻지 않고, 인격권 자체에 따라 침해행 의 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에서 출발한다.

다음은, 원 의 가동은 법 으로는 기를 창출하기 한 하나의 수단인 경제활

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인격권의 핵심 부분보다 열 에 놓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서조차 침해의 구체  험성이 

인정되면 청구가 인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원 과 같은 험을 내포하는 경제활동

은 “구체  험성이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 지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험성과 가져올 피해의 크기가 명확하지 않

은 경우에는, 그 기술의 실시 지여부를 법원에서 단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원

자력 발  기술의 험성의 본질  그 가져올 피해의 크기는 후쿠시마 원 사고

를 통해 충분히 밝 졌다”고 한다. 그리고 본건 소송에서 “이런 사태를 래할 구

45) 하코다테시의 소송에 해서는, 兼平史｢函館 による大間原発差止訴訟｣環境と公害44巻1
号(2014年)20 以下  시 홈페이지 참조. http://www.city.hakodate.hokkaido.jp/docs 
/2014031000166/

46) 탈 원  변호단 국연락회에 해서는, 다음의 홈페이지 참조.
http://genpatsu-jinken.net/03datugenpatu/index.html

47) 渡辺輝人｢大飯原発差し止めを求める京都の訴訟と運動｣環境と公害44巻1号(2014年)11 以

下, 宮本憲一｢予防原則から再開阻止を｣環境と公害44巻1号(2014年)15 以下 참조。
48) 福井地判2014年5月21日LEX/DB255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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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험이 만에 하나라도 있는지가 단의 상이 되어야 하며, 후쿠시마 원  

사고 이후에 이 단을 피하는 것은 법원에 부과된 가장 요한 책무를 포기함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 된다”고 시하고 있다.

게다가, 본건 원 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냉각기능과 폐쇄구조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냉각 기능의 유지에 해 “이와 같은 지진 국 일본에서, 기 지진

동 이상의 지진이 오이 원 에 도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거 없는 낙  망에 

지나지 않으며, 기  지진동에 못 미친 지진에 의해서도 냉각 기능 상실에 의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험은, 만일의 험이라는 역을 

뛰어 넘는 실 이고 긴박한 험이라 평가된다”고 시했다. 피고는 본건 원 의 

가동이 력공 의 안정성, 비용 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본 결은 

“매우 많은 사람들의 생존 자체에 한 권리와 기 요 의 높고 낮음의 문제 등

을 함께 논하는 논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이, 본 결은 후쿠시마 제1원  사고를 통해 원 기술 험의 본질 

 피해의 정도가 분명해 졌음을 지 하고, 오이 원 의 구체  험에 해 정면

으로 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원은 경험칙을 단 재료로 하기 때문에, 

원  사고 이 에는 원 의 험성을 증명하는 명확한 단서가 없어, 이러한 결

을 내는 것이 어려웠다. 사고에 입각한 단이 나타난 것으로, 분쟁 의 다른 원  

소송에도 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Ⅳ. 국가배상소송 - 센난 석면사건

2013년 12월 25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센난 석면 국가배상 제2진 소송에서 국가

의 책임을 인정하는 결을 내렸다.49) 센난 석면피해를 둘러싸고, 同 결 이 에, 

센난 석면 국가배상 제1진 제1심 결50) (이하 “① 결”이라 함), 동 항소심 결 

(이하 “② 결”이라 함)51) 제2진 제1심 결(이하 “③ 결”이라 함)52)이 나오고 

있지만, 국가의 책임을 면 으로 부정한 ② 결을 제외하고, 어느 쪽이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49) 大阪高判2013年12月25日LEX/DB25502748。
50) 大阪地判2010年5月19日判時2093号3 。
51) 大阪高判2011年8月25日判時2135号60 。
52) 大阪地判2012年3月28日判タ1386号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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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은 고등법원으로서 석면 피해에 한 국가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며, 한 1958년부터 1995년까지 37년이라고 하는 장기간에 걸친 국가의 부작

의 법을 인정한 에서 획기 이다. 한 국가의 책임 범 를 2분의 1로 한 

것 등 요한 시를 포함하고 있다.53)

본 결은 국민의 생명ㆍ건강보호와 법치주의의 철이라는 단순하고 통 인 

논리에 의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그 로 ② 결에 한 

날카로운 비 으로도 타당 할 것이다.

오사카 센난 지역에서는 1900년  부터 석면방직업이 지역 산업이 되어, 성

기에는 200개 이상의 소규모 석면 련 공장이 모여 있었다. 공장의 부분이 종업

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세공장이며, 공장 사택을 포함하여 주택지  농지 사이

에 퍼져 있었다. 이를 해 공장 노동자가 발병하는 산재형 외에 인근 주민이 발

병하는 공해형을 포함한 지역 모두의 건강피해가 표면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석면공장의 (前) 노동자와 그 유족 등(제1진 피해자 수 26명, 제2진 피해자 수 

33명)은 국가가 노동법규, 환경법규 등을 기반으로 각종 규제권한을 히 행사하

지 않음에 따라, 석면분진에 노출되고 석면폐, 폐암, 피종 등 석면 련 질환에 

걸렸다 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건강피해 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 자료) 배상

을 요구했다. 석면피해는 잠복기간이 길고 피해가 즉시 표면화되지 않는다는 특징

이 있으며, 센난 지역에서도 이미 부분의 사업자가 폐업 이다.

재  과정에서 센난 지역에서 이미 1937년 내무부 보험원(内務省保険院)에 의한 

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 석면폐 는 그 질병이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 된 것 등, 

세계  부터 피해 발생 상황이 차례로 밝 졌다. 따라서 원고들은 “국가는 ‘알

고 있었다’, ‘할 수 있었다’, 그 지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그 책임을 추궁했

다.54)

① 결은 공장 노동자의 석면 피해에 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획

기 인 결이지만, ② 결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원고 

부 패소 결을 내렸다. 이에 해 ③ 결은 다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권한 불행사가 불법으로 인정된 기간은 1960년부터 1971년까지이며, 그 책임 범

도 3분의 1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오사카 고등법원 결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53) 大久保規子｢泉南アスベスト国賠第2陣訴訟高裁判決の意義｣環境と公害44巻1号(2014年)22
以下참조。

54) 村松昭夫｢アスベスト国賠訴訟の成果と課題｣行政法研究5号(2014年)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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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성의 판단기준

본 결은, 법성의 단에 있어서, 먼  기존의 법원 결55)을 참조하여, 규

제 권한을 정한 법령의 취지, 목 , 권한의 성질 등에 비추어 구체  사정 아래 그 

권한 불행사가 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법이라 한다. 다음으로, 

구( )노동기 법  안 생법의 목 은 “노동자의 신체와 생명에 한 해의 

방지 등”이라고 하며, 양법이 사업자에 한 구체 인 조치의 내용을 노동부령에 

포 으로 임한 취지는, “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의 내용이 다방면에 걸친 

문 이고 기술 인 사항이며, 한 그 내용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기술의 진보

나 최신 의학지견 등에 합한 것으로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기”때문이라 하며, 

따라서 노동부 장 (労働大臣)의 권한은 “ 시에 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시했다.

② 결은 언제 권한을 행사하는가에 해 행정재량(時의 재량)을 인정했지만, 이

에 해서는 법원 례의 도달 을 근본 으로 뒤집는 것56)이라는 것 등의 강한 

비 이 제기되었다.57) 본건은 노동안 과 련된 사안이며, 부령 임의 취지가 문

성과 함께 신속성의 요청에 있는 것에 틀림이 없어, 본 결의 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본 결은 노동부 장 이 취한 규제조치가 행정지도인 경우에는 상

방의 임의의 력을 얻어 실시하는 행정지도와 처벌에 의해 실효성을 담보한 부령

에 의한 규제와는 실효성에 큰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행정법의 기본에 

하여 설시하고, 통지에 근거한 행정지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

다.

이상과 같이, 본 결은 감독과 벌칙에 따라 사업자에 한 의무를 담보하는 고

인 규제 시스템의 기본에 입각하여 실효 인 법집행을 요구한 것으로 법치주

의의 철 한 자세가 나타나 있다.

2. 권한불행사의 위법

석면 피해를 방지하기 한 구체 인 책으로는, 일반 으로 분진발생방지, 비

55) 치쿠호진폐소송에 한 2004年4月2日民集58巻4号1032号 등。
56) 村松｢前掲｣160 , 高木光｢省令による規制権限の 性質論 ｣ＮＢＬ984号(2012年)43 。
57) 大久保規子｢泉南アスベスト被害と国の責任｣環境と公害41巻3号(2012年)64 以下, 野呂充｢

泉南アスベスト国家賠償訴訟｣法時64巻10号(2012年)65 以下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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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지, 노출방지 외에도 분진 책을 실시 제가 되는 안 교육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본건은 주로 ①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② 억제농도의 강화, ③ 농도측정보고

의 의무, ④ 분진마스크 사용, ⑤ 특별안 교육에 한 규제권한의 불행사, ⑥ 

한 정보제공의 해태가 다투어졌다. 종래의 법원 례는 규제권한 불행사의 

법을 구체 으로 단함에 있어, 주로 침해이익의 요성, 측가능성, 결과회피 

가능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본 결도 같은 입장에 서서, ①, ②, ④, 

⑤에 해 법성을 인정했다.

최 의 쟁 이 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의무화에 해, 본 결은 부작 의 

법을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①과 ③ 결보다 2년 거슬러 올라가 1958년부터 불

법을 인정한 에서 요하다. 즉, 본 결은 “진행성ㆍ불가역성이라는 특징을 가

진 만성 이고 심각한 질병”인 석면폐이환의 피해가 “상당 심화”하고 있던 가운데, 

1958년 3월 말에는 의학  지식을 확립하고 1957년 9월경에는 기술  기반도 확

립하고 있었다고 하여, 1958년 5월에 국소배기 장치설치에 한 통지가 발령되어,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에 착안하여, 이 시 부터 국소배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한 1971년까지의 부령제정권 불행사를 법이라고 시했다.

한, ② 결은 약해사건(薬害事件:의약품의 사용에 의한 의학 으로 유해한 사

건 가운데 사회문제가 되기까지 규모가 확 한 것으로, 특히 부 한 의료행정의 

여가 의심되는 것을 가리킨다.)의 법원 결을 참조58)하여, 공업제품의 유용성

을 규제권한행사시 고려해야 한다고 한59)것에 해, 본 결은 석면제품이 당시 

얼마나 사회 으로 유용ㆍ필요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피해

의 발생을 용인해도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기에, 석면제품의 사회  유

용성을 고려하여 규제필요성이나 정도,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은 법의 임의 취

지에 어 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산업용품의 유용성과 약물의 유용성을 동렬에 

취 하는 것은 잘못이며 당연한 단이지만, 재차 법치주의의 기본을 근거로 시

에 한 법집행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은 요하다.

3. 책임 범위

국가의 책임 범 에 하여, ① 결이 손해의 액에 해 공동불법행 로 인한 

58) 클로로퀸(chloroquine) 사건에 한 判1995年6月23日民集49巻6号1600 。
59) 이 의 비 으로, 吉村良一｢泉南アスベスト国賠訴訟控訴審判決の問題点｣法時83巻11号

(2011年)69 以下, 大久保｢前掲｣(注57)65 ,　野呂｢前掲｣6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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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인정하고, ③ 결이 3분의 1에 한하여 책임을 인정한 반면, 본 결은 주목

할 만한 논리에 의해 2분의 1의 책임을 인정했다. 첫째, 제1차 인 책임은 사용자

에 있으며, 국가는 제2차  책임만 부담한다는 주장에 해, 본 결은 국가배상책

임은 사용자의 의무와 별도로 독립 이며60), 그리고 피해자에 한 직 인 책임

인 것은 당연하다고 하여, 사용자와 국가의 책임 계를 명확하게 정리했다. 둘째, 

“손해 부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는 즉시 인정하기 어렵다”고하면서도, 그 

입증의 곤란함에 의한 불이익을 당사자 일방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손해의 공

평한 분담의 에서 상당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셋째, 게다가, 국가의 책임기간

이 장기간에 미쳐 권한불행사의 내용도 기본 인 책 반에 걸친 것, 권한 불행

사 의무 반의 정도도 긴요하다 것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결론 으로 국가의 

책임 범 를 2분의 1로 했다. 일반 으로 권한불행사에 한 국가배상책임에 하

여 상당인과 계의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 ③ 결을 포함하여 

기존의 례는 국가의 책임을 3분의 1로 하는 것이 많지만61), 국가의 책임이 제2

차 인 것을 책임제한의 이유로 하지 않고, 본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매우 요하다.

두 개의 고등법원 결이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2014

년 10월 9일,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결을 내렸다.62) 법원은 “1958년 시

”에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을 법이라 하고, 국가의 책임

범 를 2분의 1로 한 고등법원 결을 승인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반면, 1971년 

이후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제1진 소송은 공장 인근 주민피해에 한 

국가의 책임도 추궁했지만, 이 에 해서는 원고 패소가 확정 다. 인근 주민들

에게도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구제에 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한 행정구제

가 인정되고 있지만, 국가배상 책임이 부정된 것은 여 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 

한 법원에서 기환송한 제1진 소송에 해서는 2014년 12월 26일 오사카 고등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제2진 소송과 같은 기 으로 구제를 도모하게 되었다. 

60) 吉村『前掲｣(注59)69 , 大久保｢前掲｣(注57)66 , 野呂｢前掲｣68 。
61) 二子＝鈴木｢前掲｣20 以下。
62) 제1진 소송에 해서는, 判2014年10月9日 判例時報2241号 13 , 제2진 소송에 해서

는 判例時報2241号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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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상과 같이 최근 몇 년 법원을 포함한 몇 가지 획기 인 환경사건의 결이 

내려졌다. 그 자체는 극 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지만, 여 히 미해결의 요과제

도 산 해 있다. 역사 으로 보면, 일본에서는 행정에 한 국가배상을 포함한 손

해배상청구소송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비교  유효하게 기능해 왔다고 할 수 있

다. 행정소송에 해서도 분명히 행소법 개정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

만, 일본의 특징은, 사람의 건강피해에 한 문제에 해서는 법원도 과감한 단

을 하는 반면, 자연보호 등 그 이외의 환경문제에 해서는 사법 근의 보장수

이 매우 낮아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이 자 거경기장외 차권매장 설치허가와 련하여 인근 주민의 원고

격을 부정63)한 이후, 건강피해이외의 환경사건에서 행정소송의 원고 격이 부정

되는 사안은 무 많아서 일일이 셀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본래라면 환경공익소송

의 도입이 필수 이며, 실제로 아시아에서도 인도, 필리핀, 태국 등 공익소송을 인

정하는 분 기가 정착되고 있으며, 올해(2014년) 들어 국도 환경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익소송을 도입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많은 학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 구체화의 움직임은 없다. 환경공익소송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본과 한국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도 소수의 외가 되

었다.

일본에서는 환경이외의 분야에서는 공익소송이 도입되고 있는 분야도 있고, 특

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소송(제242조의2)은 환경보호에도 일정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주민소송은 불법재무회계행 의 시정이라는 본래의 목 에서 오는 한

계가 있고, 한 국가의 행 에 해서는 주민소송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

공익소송이 필요함에 변화는 없다.

한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결의 실효성 확보의 문제이다. 를 들어, 아

울러 아와세갯벌매립소송(泡瀬干潟埋立訴訟)64)에서는 주민이 주민소송을 구사해 당

 계획 부실을 밝 , 승소 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 히 단되

는 것은 아니라 계획을 조  수정했을 뿐 실질 으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려 하

고 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에 몰려, 그 

63) 判2009年10月15日民集63巻8号1711 。
64) 福岡高裁那覇支判2009年10月15日判時2066号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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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헤아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겨우 승소 결을 얻어도 국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소송(国営諫早湾

干拓事業訴訟)처럼 국가가 발본  조치를 게을리 하여, 문제가 뒤로 미 지게 되면 

실효  구제는 실 될 수 없다. 즉, 이 사건은 농지조성 등을 목 으로 이사하야만

의 안쪽 부분 약 3500ha를 장 약 7km의 방조제로 마감하여 토지 조성을 실시함

으로써, 심각한 어업피해를 입은 어민 등이 국가에 해 어업행사권 등에 따라 제

방의 철거, 항시 무조건 개방 등을 요구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후쿠오카 고등법

원65)은 결 확정일부터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방재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

고 배수문을 개방하고, 이후 5년간 개방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농민 등은 

반 로 개문을 지하기 해 가처분을 제기하고 이를 인정받았다.66) 이 상치 

못한 사태에 해 양측이 간  강제를 제기하고,  다시 모두 인용되는 상황에 

빠져있다.67) 종래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법의 집행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제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 , 를 들면, 최근 필리핀에서 지속  직무집행명령소송이 도입되어, 마닐

라 베이의 정화소송에서는 청구인용 결에 따라 법원 사무국도 참여하는 공개

책검토회가 조직되어 정기 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등 결의 후속이 이루어지

고 있다. 일본에서도 도로공해소송에서 화해조항에 따라 도로연락회가 조직되어 있

지만,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법  구조가 결여되어, 공해등조정 원회의 알선을 활

용한 책 추진 등을 도모해 왔다. 일본에서도 결의 실효성 확보를 한 한 

제도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65) 福岡高判2010年12月6日判時2102号55 。
66) 長崎地判2013年11月12日LEX/DB25502355。
67) 佐賀地判2014年4月11日LEX/DB25503902, 長崎地決2014年6月4日LEX/DB25504250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