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공익소송과 오르후스(Aarhus)협약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1) 

이 형 석*

<국문 록>

재 환경에 한 인식은 미래세 를 한 권리이며,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다. 
한  세계 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한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국

제 인 차원에서 심이 증가되고 있다. 기존에는 환경권이라는 권리가 추상 인 개념으로 근하

다면 오늘날에는 환경권을 구체 인 권리이자, 국가의 요한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이 인식을 

실 으로 보장하는 기본 인 권리로서 환경정보에 한 근권, 환경행정 차참여권, 환경사법

액세스권 3가지로 볼 수 있다. 이를 국제 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 오르후스 약이 탄

생하 다. 오르후스 약의 체결 취지는 환경에 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이 환경 정보에 한 

근과 환경에 향을 미치는 행정  결정에 참여, 환경에 련된 분쟁에 직 , 간 으로 참여하는 

사법액세스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르후스 약에 한 개 인 논의와 오르후스 약에 근본 인 취지를 잘 이행

하고 있는 국의 환경공익소송에서 원고 격과 법 지원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

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오르후스 약의 체약국이 아니지만, 우리 헌법에서 보편

인 인권인 환경권을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한 참여와 근이 보장되

어야 한다. 이를 구체  보장하기 한 방법으로 개인 인 환경소송보다는 순수한 공익목 을 가

진 단체를 통한 환경공익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법기 도 직 인 이해 계가 없는 단체나 제3자의 환경공익소송의 원고 격과 법률  지원에 

하여 극 인 검토가 필요하다. 

주제어: 환경공익소송, 원고 격, 사법액세스, 보호  비용명령, 오르후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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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를 목 으로 하는 시민참여의 요성을 강조되고 있

다. 이를 기반으로 1998년 6월 25일 ‘환경정보에 한 근ㆍ이용권, 환경행정 차

참여권, 환경사법액세스권에 한 약’(이하, 오르후스 약)1)이 UN 유럽경제 원

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에서 채택되었고, 2001년 10

월 30일에 발효하 다.

오르후스 약은 문에서 ‘ 구라도 건강하고 복지가 보장된 충분한 환경에서 

태어날 권리가 있고, ……  세   미래세  이익을 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하 다. 약 제1조는 ‘체약국은 환경정보에 한 근ㆍ이

용권, 환경행정 차참여권, 환경사법액세스권’이라는 3가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3가지 권리는 약에서 3개의 기둥이라 하고, 오르후스 약 

제3조 제1항은 체약국이 이 3개의 기둥을 수행하기 한 필요한 제도를 시행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한 시민이 환경정보에 한 근이 제한되면 시민참여가 곤

란하고 한 시민참여의 결과에 하여 이의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참여권은 의

미가 없다.2) 오르후스 약은 환경보호만을 하여 특화된 약이 아니라 환경의사

결정에 한 개인의 권리, 즉 정부의 설명의무(accountability)와 투명성에 하여 

규정하 기 때문에 다른 국제 인 환경 약과 차이가 있다.3) 오르후스 약의 체약

국은 재 47개국에 이르고 있고, 시민과 환경보호단체에 의한 환경보호운동  

환경오염과 오염규제에 한 장기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4)

국은 오르후스 약을 2005년 2월에 비 하 다. 국은 오르후스 약이 제시

한 제1기둥5)인 환경정보에 한 근ㆍ이용권은 오르후스 약의 비   왕립환경

오염 원회(Royal Commission in Environmental Pollution)에 의한 권고로 다양하게 

 1) UN/ECE Convention on Access to Im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 
Marking and Access to Justice, Aarhus, 1998.

 2) Jean-Jacques Paradissis and MIchael Purdue, 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in United 
Kingdom Law' in Andrew Harding(ed), 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A Comparative, 
Brill Academic Publications 2007, para. 289. 

 3) Maria Lee and Carolyn Abbot, "The Usual Suspects? Public Participation Under the 
Aarhus Covention", The Modern Law Review, Vol.66, Issue1, 2003, para. 80; Richard 
Moules, Environmental Judicial Review, Hart Publishing, 2011, para. 26.

 4) 체약국에 해서는 http://www.unece.org/env/pp/ratification.html 을 참조.
 5)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김 , “환경정보에 한 근ㆍ이용권 - 오르후스 약 제1기

둥의 내용과 시사 ”,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2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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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고 있다. 국은 환경에 련된 시민운동 등의 향을 받아 환경 역에서 

행정기 이 보유한 환경정보를 극 ㆍ능동 으로 제공하는 공 등록부제도가 도

입되었고, 시민과 환경보호단체가 환경정보에 근ㆍ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

은 오르후스 약의 비  이후 환경정보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공 등

록부에서 제공하지 않는 환경정보에 한 공개를 행정기 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오르후스 약 제2기둥인 환경행정 차참여권에 하여 국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제도정비가 이루어졌다. 오르후스

약 제3기둥인 환경사법액세스권은 국 법원의 재량 하에 환경공익소송에서 개인

과 단체에 한 원고 격을 극 으로 인정함에 따라 환경보호를 목 으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진하고 있으며, 이는 오르후스 약의 극  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에서 환경문제에 한 사법액세스권의 실태를 환경공익소송

을 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문제에 한 사법액세스권에 한 오르후

스 약의 규정을 검토하고, 국에서 시민이 행정기 의 행 에 하여 이의를 청

구하기 한 심  제도인 사법심사청구에 하여 개 하고자 한다. 둘째, 환경공

익소송의 원고 격에 한 법원의 액세스권에 하여 검토한다. 셋째, 제소기간  

소송비용의 원칙이 오르후스 약에 합한지에 하여 검토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

사 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사법심사청구와 원고적격

1. 환경문제에 관한 사법액세스권

오르후스 약 제9조는 환경문제에 한 사법액세스권에 하여 규정하 다. 오

르후스 약 제9조는 3가지 유형의 차를 규정하고 있고, 체약국은 약 제9조 제

4항이 규정한 ‘ 하고 효과 인 구제를 제공하고 공정 는 공평, 비용’6)이라

는 요건을 실효 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의 심사 차에 한 국

의 정책을 검토하면 첫째, 환경정보공개청구에 한 심사 차이다. 오르후스 약은 

행정기 이 가진 환경정보공개청구에 한 심사 차를 규정하고 있다. 약 제9조 

 6) Aarhus Convention, art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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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은 ‘체약국은 약 제4조7)에 근거한 정보공개청구의 일부 는 부가 부당

하게 거부되고, 불충분한 답변 는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법원 

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된 독립 이고 공정한 기 의 심사 차에 근할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 다.8) 국의 환경정보공개청구에 한 심사 차는 2004년에 제

정된 환경정보규칙에 따라 행정기 이 환경정보공개에 한 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민은 행정기 에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 이의신청을 

수한 행정기 은 답변할 의무가 있다.9) 시행규칙에 의하면 심사 차는 공정 는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10) 국의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행정기 의 재검토 결

과에 불복하는 자는 독립기 인 정보 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에 심사청구

를 할 수 있다.11) 정보 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정보심 소에 불복신청12)을 

할 수 있고, 최종 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3) 

둘째, 시민참여를 상으로 하는 환경결정에 한 심사 차이다. 오르후스 약은 

시민참여를 상으로 하는 환경결정에 한 심사 차를 규정하고 있다. 오르후스

약 제9조 제2항은 ‘체약국은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익이 있는 자 는 

리인, 체약국의 행정 차에 한 법률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약 제6조14) 규정의 상이 되는 결정, 작  는 부작 의 실체 ㆍ 차  

 7) 오르후스 약 제4조(환경정보액세스) 1항 : 모든 체약국은, 본 조항에 따라, 공 이 환경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각 국내법의 틀에서 그 환경정보가 제공되도록 확보해야 한

다. 환경정보의 제공신청이 있고, (b)의 기 에 맞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포함하거나 

구성하고 있는 원문서의 복사도 여기서의정보제공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제공에 있어

서, (a) 이해 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b)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는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i) 공공기 이 단할 때 정보를 다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한 경우로서, 그 이유가 제시된 경우, (ii) 정보가 공 에게 이미 다른 형태로 

제공된 경우

 8) Aarhus Convention, art 9(1).
 9)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 2004, SI 2004/3391, reg 11(1).
10) Code of Practice on the discharge of the obligation of public authorities under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 2004, SI 2004/3391, paras. 58-57. 
11) Freedom of Imformation Act 2000, s50.
12) supra note(10), para. 57.
13) supra note(10), para. 59.
14) 오르후스 약 제6조(특정한 활동에 한 의사결정에서의 참여) 제2항 ‘이해 계 있는 공

’에게는 환경 련 결정 차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히 공고 는 개별통지를 통하

여, 정성ㆍ 시성ㆍ효율성이 있는 방식으로, 특히 다음에 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 제3항 공공참여 차는 제2항에 따라 공 에게 고지하고, 공 이 환경과 련된 의사

결정과정에서 효율 으로 비하고 참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단계에 따라 합리 인 시간  틀을 마련해야 한다. 제4항 모든 회원국은 모든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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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에 한 쟁송, 법원 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ㆍ공평한 기 의 심사

차에 근할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15)고 규정하 다. 이 규정은 직 인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충분한 이익(sufficient interest)을 원고 격의 기 으로 하고 있

다. 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도 심사 차에 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공익소송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사인  행정기 의 환경 련법규 반에 한 심사 차이다. 오르후스

약 제9조 제3항은 ‘체약국은 공 의 일원이 각 국내법이 정하고 있는 기 을 충족

하는 한, 그들이 환경과 련된 국내법규에 반하는 사인  공공기 의 작용  

부작 에 해서 다투기 해 행정ㆍ사법 차에 근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16)

고 규정하 다. 이 심사 차에 하여 국은 제3자 환경공익소송을 시행하기 

하여 오르후스 약 제9조 제2항의 규정과 동일한 사법심사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2. 심사절차로서 사법심사청구제도

국은 환경과 련된 행정기  행 에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 련

법규에 근거하여 제소할 수 있다.17) 국에서는 행정기 의 법률에 근거한 권한행

사는 사법심사청구의 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18) 환경규제기 도 이러한 제정법

성이 열려있고, 효율 인 공 참여가 가능한 시 에 조기에 공공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한다. 제5항 모든 회원국은 한 경우, 장차 신청을 하려는 자에 하여, 허가신청 

에 ‘이해 계 있는 공 ’을 특정하고, 토론하고, 신청 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장려

해야 한다. 제11항 모든 회원국은 그 국내법에 따라 유 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으로의 의

도 인 방출을 허가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본조의 규정을 실행가능한 정한 범 에서 

용해야 한다.
15) Aarhus Convention, art 9(2).
16) Aarhus Convention, art 9(3).
17) Richard Macrory & Michael Woods, Modernising Environmental Justice: Regulation and 

the Role of an Environmental Tribunal, University College London, 2003, P.12. 를 들

면 토양오염개선통보에 해서는 토양오염규칙 제8조에 의하여 개선통보를 받은 자가 

하천으로 배출동의에 한 것(The Control of Pollution(Applications, Appeals and 
Registers)Regulation 1996, SI 1996/2971, reg 8), 수자원법 제91조 제1항  오염규칙 규

칙(잉 랜드) 제8조에 근거한 배출동의 신청자(Environmental Permitting(England and 
Wales)Regulation 2010, SI 2010/676, reg 31), 폐기물 리면허에 한 환경허가(잉 랜드 

 웨일즈)규칙 제31조에 근거하여 면허신청의 장 에 한 제소를 인정하 다. 한 연

안연소시설설치(오염방지규칙)규칙 제17조는 연안에 소각시설 설치허가에 하여 허가신청자

에 의하여 고등법원에 한 제소제도를 두었다(Offshore Combustion Installations(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Regulation 2001, SI 2001/1091, re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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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법심사청구제도의 상된다고 할 수 있다. 국의 

사법심사청구제도의 특징은 첫째, 원고는 사법심사청구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청구

할 수 있다. 이 사법심사청구제도는 권  구제와 사법  구제로 나 어져 있었

지만 법원규칙과 법원법19)의 개정으로 하나의 차로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원고 격의 기 으로 사법심사의 청구자는 청구사항에 하여 충분한 이익이 있어

야 한다. 셋째, 사법심사의 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20) 넷째, 사법심사청구제도는 허가단계와 심리단계라는 2단계 차로 구성된

다. 소송이 심리단계로 진행하기 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단계는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하여 검증하는 효과가 있다. 행정기 의 행 에 이의를 

신청한 국민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사법심사청구제도를 거쳐야 한다.

3. 환경공익소송과 원고적격

국은 원고 격의 기 인 ‘충분한 이익’의 단기 을 획일 으로 규정하지 않

았기 때문에 법원의 넓은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에서는 국에

서 환경공익소송의 원고 격에 하여 법원이 어떠한 기 으로 단하고, 어떠한 

이익이 ‘충분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한 오르후스 약의 요구에 합한지에 하

여 검토하고자 한다. 

공익소송은 소송의 직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익보호를 목 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공익소송은 순수하게 공익을 보호하기 하여 제기하는 ‘단순형 공익소

송’과 공익과 원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제기하는 ‘사익보호형 공익소

송’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보호단체가 순수하게 공익을 하여 자연환경을 보호

할 목 으로 제기하는 소송은 단순형 공익소송이고, 지역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환경을 보호하고자 제기하는 소송은 사익보호형 공익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1) 사법심사청구제도와 원고 격

18) Mohit v.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of Mauritius, 2006 UKPC 20, 2006 1 
WLR 3343, para. 21.

19) Supreme Court Act 1981, s 31, 재 1981년 법원법은 1981년 상 법원법(Senior 
Courts Act 1981)으로 개정되었고 사법심사청구제도에 한 규정도 상 법원법으로 승계

되었다.
20) Supreme Court Act 1981, s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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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사법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이 에는 사법심사의 원고 격은 제한 이

었다. 국은 원고 격 기 을 완화할 목 으로 법원규칙53호 제3조 제7항 ‘법원

은 청구사항에 하여 청구인이 충분한 이익이 없다고 단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 다. 한 상 법원법 제31조 제3항은 ‘사법심사청구는 법

원규칙에 따라 고등법원이 허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원

고 격 기  완화를 구체화하 다. 즉, ‘청구사항에 하여 청구인이 충분한 이익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청구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원

고의 ‘충분한 이익’ 여부가 원고 격 단기 이 된다.

‘충분한 이익’의 의미에 한 최 의 결은 National Federation of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es Ltd(이하, IRC 결)이다.21) IRC 결은 원고 격에 한 요한 

내용을 시하 다. 첫째, 원고 격 유무 단은 사법심사의 허가단계와 심리단계에

서 이루어진다. 허가단계에서는 남용 인 청구를 제재하는 것이 목 이고, 심리단

계에서 ‘충분한 이익’을 단한다고 하 다. 둘째, 심리단계에서 ‘충분한 이익’의 

단은 본안과 개별 으로 단하지 않는다. 심리단계에서는 원고 격과 본안을 같

이 검토하고22), 단은 행정기 의 권한과 의무의 성질, 청구의 상, 법성의 성

질,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의 성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23) 셋째, 사법심사청

구제도가 도입되기 에는 원고 격의 기 이 사안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원고 격

을 통일함에 국민의 사법액세스권을 효율 으로 보장할 수 있다. 법 은 이러한 

을 고려한 후에 원고 격 유무 단을 한다.24)

(2) 개인에 의한 환경공익소송

21) R v Inland Revenue Commissioners, National Federation of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es Ltd, 2 WRL 722, 1981; Endicott, Administrativ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ara. 399. 

22) Timothy Pitt-Payne, Standing in Judical Review Proceedings in M. Supperstone and J. 
Goudie Judicial Review, Butterworths, 1997, para. 322. 

23) P. P. Craig, Administrative Law, Sweet & Maxwell, 2003, para. 729.
24) 그러나 IRC 결에서는 Wilberforce, Fraser, Roskill, Scarman 법 은 피고의 행 에는 

법성이 없지만, 원고가 사법심사를 청구할 ‘충분한 이익’이 없다고 하여 원고 격을 인

정하지 않았다. 본 사건은 Wilberforce는 행정기 의 의무 반과 행 의 법성의 정도가 

‘충분히 ’한 경우, Fraser는 ‘ 한 는 범 한 법성’인 경우, Roskill은 ‘부
당한 압력과 동기’에 의하여 행정기 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원고는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단하 다. 이것은 실질 으로 원고 격의 확 라고 볼 수 있다. supra note(20), 
paras. 73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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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는 IRC 결로 인하여 ‘충분한 이익’의 범 가 확 되었고 개인과 단체

에 의한 공익소송의 제기도 증가하 다. 본 에서는 환경공익소송의 원고 격에 

한 법원의 단에 하여 개인이 원고가 되는 경우와 단체가 원고가 되는 경우

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원고 격의 확

국은 개인이 제기한 공익소송은 IRC 결을 근거로 원고 격을 확 하여 해

석하고 있다. 국법원의 결정례를 검토하면 환경공익소송은 아니지만, 국정부가 

EC와 체결한 지불약속에 한 추 원(Privy Council)령의 제정에 하여 납세자가 

이의를 주장한 Smedley 사건25)에서는 원고가 다른 납세자와 비교하여 실질  이

해 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유로 원고 격을 인

정하 다. 리스트가 형사재 에서 법 의 신상을 비공개로 하는 결정에 하여 

이의를 신청한 Leigh 사건26)에서도 원고가 실질  이해 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 공개의 원칙과 개방된 사법제도의 유지라는 일반  공익을 하여 원고 격을 

인정하 다.

이와 같은 원고 격의 확 는 환경공익소송에도 용되었다. 를 들면 역사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의무를 해태한 것을 이유로 지

역주민이 공익소송을 제기한 Goodenough and others 사건27)에서 국 고등법원은 

IRC 결이후 원고 격의 확 에 하여 설시한 후 ‘그 지역과 …… 원고와의 

계를 검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건조물을 보호하기 하여 법으로 규정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할 충분한 원고 격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의 원고 격을 

인정하 다. 한 지역주민이며 환경보호단체의 회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채

석장 확 에 한 개발허가에 하여 이의를 신청한 Dixon 사건28)에서 고등법원은 

‘원고가 자연환경에 향을 미치는 개발허가에 한 심이 있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29)고 시하여, 원고가 자연환경에 한 ‘ 한 문제’를 제기

한 이유로 원고 격을 인정하 다.30) 

25) R v Her Majesty's Treasury, ex p Smedley, 2 WRL 576, 1985.
26) R v Felixtowe Justice, ex p Leigh 1 BQ 582, 1987.
27) R v Stroud District Council, ex p Goodenough and others, JPL 246, 1982. 
28) R v Somerset County Coucil and ARC Southern Ltd., ex p Dixon, COD 323, 1997. 
29) supra note(28), para. 331.
30) 이 사건에서 Sedley 법 은 공익소송의 원고 격 단에 하여 ‘공법은 권리가 아닌 

법 즉 공권력의 남용에 계가 있다. 법원은 쟁 상 특정한 이해 계가 없는 개인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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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개인에 의한 환경공익소송에 하여 허가단계에서 소송이 불순한 동기에 

의하여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단하고, 심리단계에서는 행정기 에 의한 권한남용

이 주장되면 쾌 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충분한 이익’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법원

의 넓은 재량으로 원고 격을 인정한다.

2) 원고 격의 제한

개인이 제기한 환경공익소송의 원고 격은 무조건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공원 내 채석장 확 개발을 허가한 것에 하여 한 시민이 이의를 

신청한 Garnett and another 사건31)에서는 원고가 환경 NGO 회원이지만 국 고

등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채석장에 한 이의신청을 

하 기 때문에 원고 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 다. 한 Moses 사건32)에서 

국 고등법원은 비행장 운 에 한 이의를 신청한 시민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 격을 부정하 다.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특정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하여 제기한 환경

공익소송은 ‘소송의 쟁 과 결과에 특정한 이해 계가 없는 자’에게도 원고 격을 

인정한 Dixon 사건 과 달리 원고 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역주민이 소송을 제기

한 Goodenough and others 사건과 Dixon 사건은 사익보호형 공익소송이고, 지역주

민 이외 개인이 소송을 제기한 Garnett and another 사건  Moses 사건은 단순형 

공익소송에 해당한다. 개인에 의한 환경공익소송에서 사익보호형 공익소송은 원고

격이 수월하게 인정되지만, 단순형 공익소송의 경우에는 법 의 재량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 후 해당지역 외에 거주하여도 원고 격을 인정한 사례가 등장하 다. London 

Underground 사건33)에서는 역사  가치가 있는 화물집하장을 보호하고 싶은 런던

철도유산 원회 명 간사의 원고 격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 자신의 재산상의 

단체가 행정기 의 명확한 권한남용에 하여 소송을 제기하길 바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권리의 남용에 한 주장이 (사법심사의)허가 신청시에 이루어

지면, 법원은 불순한 동기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단하는 것이 요하다. 한 심사

단계에서는 권한남용이 주장되면, ……법원은 구제여부 는 구제형식을 원고 격과 

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supra note(27), paras. 332-334.
31) R v North Somerset District Council and Pioneer Aggregates(UK) Ltd., ex p Garnett 

and another, JPL 1015, 1997.
32) R v North West Leicestershire District Council and East Midlands International Airport 

Ltd., ex p Moses, JPL 1287, 2000. 
33) R (on the application of Hammerton) v London Underground Ltd., EWHC 23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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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계가 없지만, 역사 인 철도건축물에 한 지식이 있고, 소송상의 이익이 없

는 무책임한 이의 청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 격을 인정한다’34)고 시하

다. London Underground 사건은 원고가 직  이해 계가 없어도 원고가 가진 

문지식을 원고 격 요건으로 인정하여 환경공익소송 제기를 인정하 다. 국 법

원은 London Underground 사건을 통하여 환경공익소송에서 직 인 소의 이익이

나 이해 계가 없는 자에게도 원고 격을 인정한 외 인 례라고 볼 수 있다. 

국정부는 환경소송에 련된 지역 외에 거주하는 자가 환경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원고 격을 차 으로 확 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단체에 의한 환경공익소송

1) 단체의 원고 격

국 고등법원은 Rose Theatre Trust Co. 사건35)은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의 원

고 격에 하여 제한 으로 인정하 다. Rose Theatre Trust Co. 사건은 역사 으

로 보존가치가 있는 극장을 유 리스트에 등록하지 않는 계부처 장 의 결정이 

법하다고 하여, 유 을 보호하기 한 배우, 지역주민 문가 등으로 결성된 단

체가 사법심사를 청구하 다. Rose Theatre Trust Co. 사건에서 법원은 ‘첫째, 사법

심사청구를 허가하 어도 심리단계에서 청구인의 충분한 이익여부를 재차 검토해

야 한다. 둘째, 원고가 충분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순수한 법원의 재량문제가 아

니다. 셋째, 단순히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여도 충분한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넷

째, 단체의 규약이 특정한 목 을 수행하기 한 권한을 단체에 부여하 어도 충

분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 다.36) 한 ‘원고가 공 기 의 행 와 직

인 이해 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단할 수 있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의 요성과 공익을 실 하기 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원고 격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격을 인정하지 않

았다. Rose Theatre Trust Co. 사건은 국에서 단체에 의한 환경공익소송  극히 

외 인 사례이다. 이 사건 이후 생물종에 악 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발허가

에 하여 국 충류학회가 이의를 제기한 Beebee and others 사건37)에서는 직

34) supra note(33), para. 200.
35)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Environment, ex p Rose Theatre Trust Co., 2 WLR 186, 

1990. 
36) supra note(35), para. 200.
37) R v Poole Borough Council, ex p Beebee and others, JPL, 643,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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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해 계가 없지만 원고단체에 환경공익소송의 원고 격을 인정하 다. 

의 두 사건에서 원고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다르지만, 원고 격의 기 이 완

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Rose Theatre Trust Co. 사건이후 단체에 의한 환경공익소송에서 원고 격의 범

의 개인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확 되었다.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방사능폐

기물 배출허가 한 이의를 제기한 Greenpeace Ltd. 사건38)에서는 ‘그린피스는 자

연환경 보호를 주된 목 으로 하는 명한 환경단체이며, 원고 격에 한 단은 

첫째, 원고인 그린피스가 환경과 건강에 한 험에 심을 가지고 있고, 둘째, 

제기한 문제는 심각하고 법원에서 해결할 가치가 있다는 것, 셋째, 제기된 문제는 

범 하게 확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린피스가 공익을 변하고 있다’39)는 것 등

을 이유로 직 인 이해 계가 없지만 원고 격을 인정하 다.

단체의 원고 격에 하여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공 기 의 권한과 

의무의 성질, 법성의 성질,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의 성질을 고려하면 단체의 지

명도와 사회  지 , 문성 등을 검토한 후 재량으로 원고 격을 인정하 다. 

다수의 환경공익소송은 법률 문가를 포함한 명한 환경단체에 의하여 제기되므

로, 원고 격은 극 으로 인정된다. 한 최근에는 일반 인 단체나 법인화되지 

않은 단체도 원고 격이 인정되고 있다.40) 국에서는 행정기 의 행 에 의하여 

직 으로 이익을 침해받지 않은 단체가 환경을 보호할 목 으로 제기하는 공익

소송을 극 으로 인정하고 있다.41) 

2) 원고 격의 제한

㈎ 법인격의 유무

원고단체의 법인격 유무에 의하여 법원의 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법인화 

되지 않은 단체에 해서는 Association of Darlington Taxi Owners 사건42)에서 

국법원은 ‘비법인 단체는 원고 격의 문제 이 에 사법심사를 청구할 법 능력을 

38) R v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ollution, ex p Greenpeace Ltd., 4 All ER 329, 1994.
39) supra note(38), paras. 349-350. 
40) R(on the application of Buglife - The Invertebrate Conversation Trust) v Thurrock 

Thames Gateway Development Corporation, Env L. R. 31, 2008.
41) P. Castle, M. Day, C. Hatton and P. Stooke, A Report by the Environmental Justice 

project, Environmental Justice project, 2004. 
42) R v Darlington Borough Council and Darlington Transport Company, ex p Association 

of Darlington Taxi Owners, COD 424,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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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법인격 없는 단

체의 원고 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Brake 사건43)에서는 ‘사법상 소송에서 

원고는 사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법인에게 인정

하는 것이 논리 이다. 공법상의 소송에서는 행정기  행 의 법성이 쟁 이다. 

원고는 행정기 의 권한남용 통제를 목 으로 법원에게 감독권한의 행사를 청구하

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법인에게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의 원고 격을 인정하 다. 국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게 단체의 이름으로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격의 유

무가 원고 격의 유무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 소송비용회피를 목 으로 단체의 설립

원고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을 회피할 목 으로 환경단체를 

결성하고, 단체의 이름으로 환경공익소송이 제기할 수 있다. 환경공익소송의 형

인 사례는 지역주민이 지역환경을 보호하기 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소송을 제

기한다. 원고단체 에 행정기 의 행 에 따라 직 으로 권리침해를 받는 지역

주민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익보호형 공익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송에서 국법원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목 으로 원고단체를 설립하

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 격을 부정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산채굴허가에 하여 사법심사청구 직 에 지역주민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가 환경공익소송을 제기한 Blackfordby & Boothorpe Action 

Group Ltd. 사건44)에서는 ‘단체의 결성은 많은 이 이 있고 …… 패소할 경우 소

송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이유로 원고 격을 부정할 수 없

다’45)고 시하 다. Lancashire County Council 사건46)에서는 환경공익소송을 제

기하기 이틀 에 지역주민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의 원고 격을 인정하 다. 법원

은 ‘지역주민이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에 한 반 운동과 단체를 결성

하여 소송을 제기하 다.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의 문제는 별개이고, ……이러한 이

유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하여 소송비용의 경감을 하

43) R v traffic Commissioner for the North Western Traffic Area, ex p Brake, COD 248, 
1996.

44) R v Leicester County Council, Hepworth Builbing Products Ltd. and Onyx(UK) Ltd., ex 
p Blackfordby & Boothorpe Action Group Ltd., EWHC admin 304, 2000. 

45) supra note(44), para. 37. 
46) Residents Against Waste Site Ltd. v Lancashire County Council, EWHC 255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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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성된 단체의 원고 격을 인정하 다.47) 국법원은 사법액세스권을 보장하기 

한 효율 인 수단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단체의 결성을 례상 인정하고, 지역주

민의 이익과 사법액세스권을 리하기 하여 결성된 단체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사익보호형 공익소송의 원고 격을 인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원고적격에 대한 검토

(1) 환경공익소송에서 원고 격의 극  인정

국에서는 원고 격의 단기 인 충분한 이익의 범 에 한 법원의 재량을 

확 하여 극  사법액세스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이 제기한 환경공익소송에 

해서는 법원의 재량으로 원고 격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단체에 의한 환경공익소

송에 하여 법원은 World Development Movement 사건에서 제시한 법의 지배를 

옹호하는 것의 요성, 제기된 문제의 요성, 책임 있는 이의신청인의 부재, 의무

반의 성질 등을 검토하여 사익보호형 소송에 원고 격을 극 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그린피스와 같은 다수의 회원을 보호한 단체의 경우에도 원고

격을 극 으로 인정하고 있다. 순수형 공익소송에서 개인의 원고 격이 인정되

지 않는 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침해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인보다 

단체의 원고 격이 인정되기 수월하다. Garnett 사건에서는 법원은 ‘공익소송을 통

하여 환경보호의 높은 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진 단체에 임하고, 같은 의도를 

가진 환경 NGO에 특권을 부여한 오르후스 약의 규정에도 합하다’고 하 다.48) 

Hammerton 사건49)에서는 직 인 이해 계가 없지만 문지식을 가진 원고에게 

순수형 공익소송의 원고 격을 인정하 다. 국법원은 원고가 가진 문지식으로 

원고 격을 인정하는 요한 요소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법원의 원고 격에 

한 단은 원고 격을 완화하는 개방형 모델과 원고 격을 제한 으로 하는 폐쇄

형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50) 재 국에서 환경공익소송은 원고 격에 한 개

방형 모델을 채택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방형 모델을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공익소송에서 행정기 의 행 에 직 인 이해 계가 있

47) supra note(46), para. 22. 
48) supra note(31), para. 30. 
49) supra note(33), para. 97. 
50) Neil Parpworth,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6e,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ara.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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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문지식과 경제력이 없는 개인보다 직 인 이해 계가 없지만 문지식, 

경제력, 경험이 있는 환경 NGO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환경이라는 공익에 보다 

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개방형 모델을 채택하면 법한 행정활동에 

한 이의를 신청할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 폐쇄형 모델을 채택하면 환경에 악

향을 미치는 행정활동을 심사하지 않고 방치할 우려가 있다. 셋째, 환경 역은 

법한 행정활동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이 직 으로 향을 받기 보다는 지역 체

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원고 격을 직 인 향을 받는 개인

에 한정하지 않고, 환경 NGO와 같은 단체에 원고 격을 인정하는 것이 환경 분쟁

에 한 해결가능성이 높일 수 있다. 

국은 Dixon 사건에서 ‘공법은 권리가 아닌 법 즉 공권력의 남용에 계가 

있다’는 결에 의하여 개방형 모델을 채택하 다고 볼 수 있다.51) 개방형 모델은 

공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기 한 사법책임의 원칙이 환경공익소송에서 원고 격을 

넓게 인정하는 정당화 논리이다. 개방형 모델에서는 원고의 개인 인 권리이익에 

계가 있는지의 여부보다 권한 남용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 이 된다. 환

경공익소송에서 원고 격을 제한 으로 인정하면 행정에 의한 권한남용이 만연해

지고, 법성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은 개방형 모델을 채택하 다고 

볼 수 있다.52) 한 환경공익소송은 사법심사제도에 의하여 사인의 권리이익을 구

제하기보다는 공권력의 남용을 시정하고 행정을 통제하기 하여 원고 격을 극

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원고 격에 한 평가

국에서는 오르후스 약 비  부터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환경공익소송의 원

고 격을 넓게 인정하고 개인과 단체의 사법액세스를 통하여 환경보호의 역할을 

극 으로 이행하고 있다. 유럽 원회에서도 국의 환경공익소송에서 원고 격을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53) 한 원고 격의 

기 인 충분한 이익의 단에 하여 국의 법원은 이익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인정하 다.54) 오르후스 약 수 원회도 국의 원고 격 문제에 하여 

51) supra note(28), para. 323. 
52) Martha Grekos, "Standing and Substitution of Claimants in Environmental Cases", 

Judicial Review, 2003, paras.175-176.
53) N. De Sadeleer, G. Roller and M. Dross,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Final Report, European Commission, 2002, para.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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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후스 약과의 합성에 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 다.55) 유럽인권 원회는 ‘최

근 국은 개인과 환경단체가 원고 격을 거부한 사례가 없고, 원고 격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하 다.56) 국에서 환경공익소송의 원고 격 법리는 오르후

스 약의 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환경공익소송에서 제소기간 및 소송비용

오르후스 약 체약국은 약 제9조 제4항이 규정한 ‘ 하고 효과 인 구제를 

제공하고 공정 는 공평, 비용’이라는 요건에 합한 심사 차를 시행하여야 한

다. 국법원은 원고 격의 에서 환경공익소송의 제기를 극 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국제 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에서 환경공익소송이 

오르후스 약 제9조 제4항과의 합성에 하여 제소기간  소송비용에 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1. 제소기간

(1) 제소기간의 원칙

국의 민사소송규칙상 민사소송의 제소기간은 청구의 근거가 최 로 발생한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57)고 규정하고 있다. 한 상 법원법은 ‘고등

법원이 사법심사 청구에 부당한 지연이 있다고 단하는 경우, 모든 사람을 곤란

하게 하거나 법한 행정에 한 폐해를 발생시킨다고 단되면 사법심사청구의 

허가 는 청구된 구제를 거부할 수 있다’58)고 하 다. 그러나 환경과 련한 소송

의 제소기간은 민사소송규칙  상 법원법은 구체 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54) Esther Pozo Vera, “An Inventory of EU Member States' Measures on Access to Justice 
on Environmental Matter”, Milieu Ltd, 2008, para.4. 

55) UNECE, Finding and Recommendations of Aarhus Convention A Compliance Committee 
with regard to Communication ACCC/C/2008/33 concerning Compliance by the United 
Kingdom, 2010.

56) Richard Macrory,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s 9.3 and 9.4 of the Aarhus 
Convention in 17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2012. para.12.

57) CPR 54.5.
58) Senior Courts Act 1981, s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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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well 사건59)을 통하여 례상 확립되었다. Caswell 사건에서 ‘상 법원법 제31

조 제6항이 규정한 사법심사청구 요건은 신속 는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질지 여부

를 검토한 후에 단해야 한다. 법원은 환경과 련된 사법심사청구의 제소기간에 

하여 첫째, 사법심사청구가 신속 는 3개월 이내에 청구될지 여부를 단해야 

한다. 사법심사가 신속 는 3개월 이내에 청구되지 않을 것으로 단된 경우에는 

원칙 으로 사법심사를 허가하지 않는다. 한 신속이라는 요건은 개별  사안과 

상황에 따라 법원이 단한다. 둘째, 법원은 규칙에 따라 제소기간을 연장 는 단

축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규칙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원고를 하여 제

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셋째, 제소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상 법

원법에 근거하여 구제여부가 모든 사람을 곤란하게 하거나 법한 행정에 한 폐

해를 발생시킨다고 법원이 단하면 사법심사 허가와 청구된 구제를 거부할 수 있

다’고 하여 환경과 련된 소송의 제소기간에 한 기 을 설정하 다.60) 

(2) 오르후스 약의 합성과 오르후스 약 수 원회에 의한 권고

오르후스 약 수 원회는 국의 민사소송규칙이 규정한 ‘3개월이라는 요건은 

오르후스 약상 문제가 없고, 다른 체약국의 제소기간과 비교하여도 문제가 없다’

고 하여 사법심사의 제소기간을 오르후스 약에 합하다고 평가하 다. 수 원

회는 국의 민사소송규칙 단서 ‘신속 는 청구의 근거가 최 로 발생한 날로부

터 3개월 이내’라는 규정에 하여 사법심사가 3개월 이내에 청구되어도 신속하게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 다. 수 원회는 법원이 제소기간에 

하여 재량 으로 단할 수 있는 것은 ‘원고에게 불확실성을  수 있고, 공평성

과 법 확실성의 에서 제소기간을 명확하게 설정’ 하도록 권고하 다.61) 

2. 소송비용

(1) 소송비용과 패소자 부담주의

국에서 사법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민사소송비용명령62) 규정에 따라 사

59) R v Dairy Produce Quota Tribunal for England and Wales, ex p Casewell, 2 AC 738, 
1990.

60) supra note(59), para. 38. 
61) supra note(55), para. 138. 
62) Civil Proceedings Fees (Amendment) Order 2011, SI 2011/586, sch I, s 1.9(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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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사 청구시 60 운드, 사법심사를 허가받으면 215 운드로 신청시 지불해야 하

는 총 소송비용은 275 운드이다.63)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변호사 비용과 문가 

자문비용, 여비  인쇄비 등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에 의하면 사법심사

청구에 련한 소송비용은 평균 9,600 운드가 필요하다.64) 이 비용은 제1심 소송

이 종료한 경우 총액이고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하면 소송비용은 증가한다. 사법심

사청구는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원칙이 용되고 일반 으로 패소자부담주의가 

원칙이다. 법원도 패소자부담주의를 인정하고65),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상 방에

게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반환하도록 주장할 수 있지만, 패소한 경

우에는 자신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피고 측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원고가 지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고액의 소송비용과 패소자부담주의는 사법심사

에 한 축효과를  수 있다.

고액의 소송비용과 패소자부담주의는 오르후스 약 제9조 제4항에 반한다고 해

석할 수 있지만, 국정부는 오르후스 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국정

부는 소송비용이 고액이 아니며, 사법액세스에 련된 비용은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 다. 한 소송비용은 제소를 하여 필요한 비용만을 의미

하며 소송비용이 합리 이고,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

장하 다.66)

(2) 법률구조제도

국에서는 사법액세스법67)규정에 따라 법률구조 원회(Legal Service 

Commission)에 법률구조제도를 설치하 다. 법률구조제도 하에서 법률구조를 받는 

원고는 무료변호를 받을 수 있다. 한 패소하여도 상 방의 소송비용을 지불할 

책임도 면제된다. 법률구조는 원고의 소득수 에 따라 법률구조 원회에서 단한

63) Ministry of Justice, Fees in the High Court and Court of Appeal, (CP15/2011, 2012). 
64) Woolf, De Smith, Sueur and Jowell, De Smith, Woolf and Jowell's Judicial Review of 

Aministrarive Action, Sweet & Maxwell, 2007, paras. 851-852.
65) Child Poverty Action Group 사건에서는 ‘패소자부담이라는 기본권 인 원칙이 용된다

고 하 다(R v Load Chancellor, ex p Child Poverty Action Group, 1 WLR 347, 1999. 
para. 347). 한 R v Aylesbury Vale District Council 사건에서도 통상 으로 패소자부

담원칙이 용된다고 하 다(R(on the application of Davey) v Aylesbury Vale District 
Council, EWCA Civ 1166, 2007. para. 29). 

66) supra note(65), para. 348. 
67) Access to Justice Ac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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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구조 원회는 원고가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소의 결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용을 상회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법률구조를 

인정한다.68) 소송비용의 고액화가 사법심사청구의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에 한 액세스권은 사실상 법률구조 원회의 직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

다.69)

오르후스 약 제9조 제5항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하여 체약국은 행정  

 사법심사 차의 근에 한 정보가 공개됨과 동시에 사법액세스에 한 경제

  그 외 장애를 제거 는 경감하기 한 한 지원제도의 확립을 검토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0) 법률구조 원회에 의한 사법구조제도는 오르후스 약 

제9조 제5항을 실 하기 한 것이지만 법률구조의 기 은 엄격하고, 법률구조

원회에 의한 지원은 소수의 곤궁한 자에게만 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71) 한 

법률구조는 원칙 으로 개인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체에게는 용되지 않는다. 

지역단체가 법률구조를 받을 자격을 가진 개인에게 환경공익소송의 리제기를 요

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홈리스인 원고가 사법심사를 

청구한 Edwards 사건72)에서 원고는 소송비용지불을 회피할 목 으로 아무런 이해

계가 없는 개인의 이름을 빌려 사법심사를 청구하 다. 법원은 사법심사청구가 

불순한 동기에 의하여 제소한 것이므로 원고 격을 부정하 다. 법원은 ‘법률구조

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빈곤이란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제 인 어려

움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송이란 기본 으로 수십만 운드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

해야 할 정도로 경제  부담이 큰 고비용 구조이다. 이러한 경제  부담은 지극히 

제한 인 사람들에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기 때문

에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빈곤의 범 를 넓게 해석할 수 있다.’73)고 하 다. 

국법원은 소송비용의 고액화가 환경공익소송의 진을 방해한다고 인정하여 법률

구조를 통한 극  권리구제를 실 하려고 한다. 

68) Richard Macrory & Ned Westway, 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in Marc Pallemaerts, 
The Aarhus Convention at ten, Europa Law Publishing, 2011, para.321.

69) Woolf, De Smith, Sueur and Jowell, De Smith, supra note(55), para. 853. 
70) Aarhus Convention, art 9(5).
71) Jean-Jacques Paradissis and MIchael Purdue, supra note(2), para. 314. 
72) R (on the appication of Edwards) v Environment Agency, EWHC 736, 2004.
73) supra note(72), para.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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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적 비용명령

(1) 보호  비용명령의 요건

소송비용의 고액화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국 법원은 보호  비용명령을 채

택하 다. 보호  비용명령이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사법심사의 허가단계에서 법원

의 재량으로 내리는 명령으로 법원은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부과된 피고 

측의 소송비용의 지불의무를 면제하거나, 원고가 지불해야 하는 상 방의 소송비용

의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국정부의 이라크에 병결정이 UN 안 보장이사회 결의에 반된다고 하여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R v (on the application of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v Prime Minister74) 사건에서 보호  비용명령을 최 로 인정하 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시민단체가 재정 으로 곤궁하고, 해산 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보호  비용명령을 신청하 다. 법원은 제기된 문제가 공공의 요성이 있

다는 이유로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패소할 경우 원고가 지불해야 하는 피고 

측 소송비용인 25,000 운드의 상한을 설정하 다. 

그 이후 CHR 사건75)에서 법원은 ‘원고가 공 으로 요한 문제를 제소하는 것

을 방해하는 심각한 경제  리스크를 제거하고, 유능한 변호사와 같이 법원에 소

를 제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고 하여 보호  비용명령의 목 으로 설

시하 다.76) CHR 사건은 수입업자와 은행의 요구에 따라 부패방지정책의 개 을 

시행하는 국의 무역사업부의 결정에 하여 부패방지를 목 으로 결정된 Corner 

House라는 NGO가 제소한 사건이다. NGO 측은 무역사업부의 새로운 정책은 부패

방지 효과가 약하고, 아무런 의도 없이 단독 으로 정책결정을 하 다고 주장하

면서 사법심사와 보호  비용명령을 같이 청구하 다. 국 법원은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도 원고가 지불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완 하게 면제하는 보호  비용명령을 

인정한다. 보호  비용명령이 없다면 본 사건과 같이 공 으로 요한 문제가 제

기될 수 없고, 규모가 작은 단체도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시하 다.77) 

74) R v (on the application of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v Prime Minister, 
EWCA 2712, 2002.

75) R (on the application of Corner House Research) v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 EWAC Civ 192, 2005.

76) supra note(75), para. 76. 
77) supra note(75), para. 145. 



∣252∣　환경법과 정책 제14권(2015.2.28)

그리고 보호  비용명령의 요건에 하여 ‘제기된 문제가 공 으로 요한 문제이

고, 그 문제를 해결한 공익상의 요구, 원고가 소송의 결과에 하여 아무런 사 인 

이익이 없고, 원고와 피고의 경제  사정과 소송비용의 총액을 고려하여 보호  

비용명령을 내릴 공정성과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원고에게 보호  비용명령을 내

리지 않으면 소송 진행이 불가능해야 한다’78)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원은 

보호  비용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시하 다. 

(2) 보호  비용명령에 한 비

보호  비용명령의 요건  ‘원고가 소송의 결과에 하여 아무런 사 인 이익

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에 하여 법원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면, 다수의 

원고에게 보호  비용명령을 받을 권리의 실질  박탈이고, CHR 결의 효과를 

부정할 우려가 있다는 비 도 있다.79) 즉, CHR 결에서 제시한 보호  비용명령

의 요건을 용하면 법원은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환경공익소송  원고자신의 

이익을 공익에 포함시키는 사익보호형 공익소송에는 보호  비용명령을 내릴 수 

없다. 한 보호  비용명령은 직 인 이해 계가 없는 시민단체와 순수한 공익

보호를 목 으로 일반시민에 의한 이른바 순수형 공익소송에서만 명할 수 있다. 

보호  비용명령의 요건  ‘원고가 소송의 결과에 하여 아무런 사 인 이익

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 한 비 의 제기에 국 법원은 의료시설 폐쇄결정에 

한 사법심사를 청구한 Wiltshire Primary Care Trust 사건80)에서 ‘CHR 결에서 

제시한 요건을 제한 으로 용해서는 안 된다’81)고 하여 보호  비용명령의 요건

을 유연하게 해석하 다. 지 까지 검토한 사건은 환경에 한 것은 아니지만 보

호  비용명령의 요건  ‘원고가 소송의 결과에 하여 아무런 사 인 이익이 없

어야 한다’는 요건에 하여 법원은 넓은 재량으로 검토해야 하고, 사익보호형 공

익소송에 해서도 보호  비용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환경공익소송에서 보호  비용명령

최근 국법원은 환경공익소송에서 CHR 결에서 제시한 보호  비용명령요건

78) supra note(75), para. 74. 
79) Richard Moules, supra note(3), para. 138. 
80) R(on the application of Compton) v Wiltshire Primary Care Trust, EWCA Civ 749, 

2008.
81) supra note(80), para.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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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화하여 용함에 따라 보호  비용명령을 극 으로 명하고 있다. 환경보호

단체 회원이 문화  가치가 있는 창고건물의 해체에 하여 이의를 제기한 

London Borough of Tower of Hamlets and another 사건82)에서 CHR 결이 제시

한 보호  비용명령 요건을 용하 다. 법원은 ‘환경보호단체의 회원인 원고가 다

른 회원과 환경보호라는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 원고의 이익은 사 인 이익에 해

당하지 않는다’83)고 시하 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HR 결의 요건  ‘원고

가 소송의 결과에 하여 아무런 사 인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보호  비용명령을 내렸다. 

멸종 기에 처한 무척추동물을 보호하기 한 NGO가 개발허가에 한 사법심

사를 청구한 Buglife 사건84)에서도 ‘원고가 소송의 결과에 하여 아무런 사 인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보호  비용명령의 요건을 완화하여 용하 다. 이 사건에

서는 원고가 지불할 상 방의 소송비용을 10,000 운드로 상한을 설정한다는 보호

 비용명령을 내렸다. 한 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허가에 하여 지역주민

이 이의를 제기한 Hinton Organic (Wessex) Ltd. 사건85)에서도 CHR 결에서 제

시한 요건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보호  비용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환경공익소송에

서 보호  비용명령의 요건의 용은 법 에게 넓은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법원은 환경공익소송에서 보호  비용명령에 하여 Elmbridge Borough 

Council 사건86)에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 다. Elmbridge Borough Council 사건은 

햄 턴 궁 에 인 한 토지의 재개발허가의 부여에 하여 역사  건조물 보존을 

목 으로 건축가인 원고가 사법심사를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보호

 비용명령을 청구하 지만 자신이 경제상황에 한 상세한 정보를 법원에 제출

할 것을 거부하 다. 1심 법원은 ‘원고의 경제상황에 한 정보가 없는 한 보호  

비용명령을 단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 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소송비용이 일

반  시민에게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원고의 경제상황 만을 고려하

여 단하면 소송상 충분한 이익이 있는 시민에게 보장된 사법액세스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시하여 보호  비용명령 단에서 원고의 개인 인 경제상황을 고려

82) R(on the application of England) v London Borough of Tower of Hamlets and another, 
EWCA Civ 1742, 2006.

83) supra note(82), para. 15. 
84) R(on the application of Buglife - The Invertebrate Conservation Trust) v Thurrock 

Thames Gateway Development Corporation, Env L.R. 31, 2008.
85) Morgan v Hinton Organic (Wessex) Ltd., EWCA Civ 107, 2009.
86) R v(on the application of Garner) Elmbridge Borough Council, EWCA Civ 1006, 2010. 



∣254∣　환경법과 정책 제14권(2015.2.28)

할 필요가 없다고 하 다.87) 이 결에 의하여 CHR 결에서 제시한 보호  비용

명령 요건  원고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요건도 변경되었다. Elmbridge Borough 

Council 사건에서 환경공익소송에서 보호  비용명령 단에 하여 ‘오르후스 약

은 …… 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의사결정과정의 시민참여는 공익을 하여 

참여한다는 가정에 근거하며, 효과 인 심사 차를 통하여 환경의사결정이 법하

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시민참여의 구성요소가 된다. ……환경의사결정이 

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공익 으로 요한 사항이고, 이러한 문제가 있

다면 효과 인 심사 차를 통하여 해결을 요구하는 공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

다’88)고 시하 다. 

환경을 보호하기 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서는 자동 으로 공익성이 생성된

다는 것을 고려하면 환경소송의 제기에 해서는 보호  비용명령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89) 보호  비용명령에 하여 CHR 결에서 제시한 요건  ‘제기된 

문제가 공 으로 요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한 공익상의 요구’가 충족되고, 

결로 수정된 요건인 ‘원고가 소송의 결과에 하여 아무런 사 인 이익이 없고’, 

‘원고와 피고의 경제  사정과 소송비용의 총액을 고려하여 보호  비용명령을 내

릴 공정성과 정당성’이 있는 사익보호형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이 일반 인 시민

에게 고액이라면 법원에 의하여 보호  비용명령이 자동 으로 내려진다. 국의 

환경공익소송에서는 보호  비용명령이 극 으로 내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90)

4. 환경공익소송과 소송비용

(1) 오르후스 약 수 원회에 의한 권고

2012년 유럽 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보호  비용명령에 의하여 내려진 소송비용

의 상한 평균은 10,000 운드 다. 이 액도 고액이고, 오르후스 약의 기 에 완

벽하게 합하지 않다는 비 도 제기되었다.91) 국에서 소송비용의 오르후스 약

의 합성에 하여 검토한 오르후스 약 수 원회는 ‘ 국에서는 법률구조와 

87) supra note(86), para. 46. 
88) supra note(86), para. 39. 
89) Ministry of Justice, Cost Protection for Litigants in Environmental Judicial Review 

Claims, CP16/2011, para. 3.
90) Richard Macrory, supra note(17), para. 19.
91) UNECE, supra note(55), para.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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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비용명령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환경소송에 련된 심사 차를 극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측면은 정 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존

재하여도 소송비용에 한 패소자부담주의는 과도한 소송비용이 오르후스 약 하

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92) 한 CHR 결에서 제시한 보호  비용

명령의 요건  제기된 문제가 공 으로 요한 문제일 것과 원고가 소송의 결과

에 하여 아무런 사 인 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지 하

다. 최근 국 법원은 환경공익소송의 보호  비용명령을 내릴 때 CHR 결에서 

제시한 요건을 기 으로 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은 보호  비용명령에 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오르후스 약의 요구에 합하도록 민사

소송규칙을 개정을 요구하 다. 오르후스 약 수 원회는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한 제도가 있지만, 국의 소송비용은 오르후스 약이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한 소송비용이 부당하게 고액이 되지 않도록 구속력이 있는 법 인 지

침이 아닌, 법원의 재량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에 한 불확실성이 지

속되고 있다’93)고 지 하 다. 한 오르후스 약 수 원회는 ‘체약국은 행정  

 사법  액세스권에 한 정보가 일반 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사법  액세스권

에 하여 경제   그 외 장애를 제거 는 경감하기 하여 한 지원제도 

확립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오르후스 약 제9조 제5항의 요건에 합하지 않다. 

국은 오르후스 약 제9조의 상되는 모든 재 차의 소송비용이 고액이라면 일

반 시민들이 사법  액세스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한 명확한 법 구속력

을 가진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약 제9조 제4항에 반을 의미한다’94)고 지 하

다. 

상술한 오르후스 약 수 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 사법부는 환경공익소송에

서 보호  비용명령의 상한 규정의 개정을 고하 다. 보호  비용명령의 상한에 

하여 패소한 원고가 지불해야 하는 피고의 소송비용의 상한을 5,000 운드, 패소

한 피고가 지불해야 하는 원고의 소송비용의 상한을 30,000 운드로 제한하도록 

하 다.95) 

소송비용 문제를 법원의 재량에 임한 것에 비하면 큰 변화이지만, 5,000 운드

라는 상한은 일반 인 개인과 단체에게는 상당한 고액이다. 한 오르후스 약상 

92) UNECE, supra note(55), para. 129.
93) UNECE, supra note(55), para. 130. 
94) UNECE, supra note(55), para. 141. 
95) Ministry of Justice, supra note(89), pa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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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이 아니라는 요건은 원고가 지불할 소송비용에 한 것이기 때문에 공 기

의 지불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비 의 여지가 있다. 

(2) 소송비용에 한 규정 변화

국은 오르후스 약 수 원회가 제기한 약 제9조 제4항의 반에 한 권

고에 하여 국은 환경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원칙을 변경하 다. 국은 

2013년 민사소송규칙96)을 개정하여 오르후스 약 소송상 소송비용 원칙에 한 규

정을 제정하 다. 이 규정에 의하면 오르후스 약 소송이란 ‘1998년 6월 25일에 

덴마크 오르후스에서 채택된 환경에 한 환경정보에 한 근ㆍ이용권, 환경행정

차참여권, 환경사법액세스권에 한 약의 부 는 일부 규정의 상되는 결

정, 작 , 부작 에 한 사법심사청구’97)를 의미한다. 한 행정기 의 행 의 상

방이 아닌 개인과 단체가 환경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하여 행정기 의 행

에 이의를 제기하는 환경공익소송도 오르후스 약 소송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오

르후스 약 소송의 소송비용에 해서는 ‘오르후스 약 소송의 당사자는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한 액을 상회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98)고 하

다. 2013년 개정된 민사소송규칙에서는 환경보호를 목 으로 제기된 소송이 오르

후스 약 소송이라고 원고가 주장하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송비용의 상한이 자동

으로 설정된다.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원고가 개인인 경우에는 5,000 운드, 

단체인 경우에는 10,000 운드99), 피고에게는 35,000 운드가 상한이 된다. 피고는 

제기된 소송이 오르후스 약 소송에 해당하는지에 하여 이의를 주장할 수 있지

만, 소송비용 상한액에 한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국의 개정된 민사소송규칙의 특징은 첫째, 환경공익소송에서 법원이 극 으

로 보호  비용명령을 내려야 한다. 둘째, 법원이 환경공익소송에서 보호  비용명

령에 한 단을 하지 않고, 규정에 의하여 자동 으로 소송비용 상한이 설정된

다. 이것은 오르후스 약 반의 가능성을 지 한 국의 소송비용에 한 변화를 

래하 고, 환경공익소송에 극 으로 활용되고 있다. 

96) Civil Procedure (Amendment) Rules 2013, SI 2013/262.
97) supra note(96), 45.41(2). 
98) supra note(96), 45.43. 
99) Practice Direction 45, para.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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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국의 환경공익소송에 하여 오르후스 약과의 합성을 심

으로 주된 쟁 인 원고 격, 제소기간, 소송비용에 하여 검토하 다. 국에서는 

사익보호형 공익소송과 환경을 보호하기 한 공익  목 으로 제기하는 순수형 

공익소송이 문성을 가진 개인과 단체의 원고 격을 법원이 극 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 개인의 환경공익소송은 권리이익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남용의 

방지, 행정통제를 하여 제소를 극 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국의 환경

공익소송에 하여 반 으로 정리하면 첫째, 원고 격의 부분에서는 사법액세스

권을 보장을 강조한 오르후스 약의 요구를 충분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의 EJP(Environmental Justice Project)100)의 조사에 의하면 원고 격 단에 조

사 상의 87%가 ‘만족’ 는 ‘ 체로 만족’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원고 격 단에 

하여 체 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01) 

둘째, 재 국에서 법원의 재량에 의한 원고 격의 단은 환경 NGO에 자동

으로 인정하도록 한 오르후스 약의 기 에 반된다고 볼 수 있다. 오르후스

약 기 에 일치하려면 핀란드, 이탈리아, 스웨덴과 같이 법규정을 통하여 환경 

NGO의 정의와 원고 격 인정여부를 일률 으로 규정해야 한다. 일률 인 기 이 

있다면 환경 NGO에 한 원고 격이 법원의 재량으로 부정될 가능성이 없기 때

문이다.

셋째, 국의 환경공익소송은 소송비용의 고액화와 패소자 부담주의에 의하여 

오르후스 약 제9조 제4항에 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소송비용의 고액화는 

환경공익소송 제기에 한 축효과가 있고 법률구조와 보호  비용명령 등의 

책을 강구해야 한다. 법원의 재량 행사에 따라 원고 격을 확 하는 것으로 환경

공익소송을 제기하여도 소송비용의 문제로 환경을 보호할 목 으로 제소하려는 개

100) EJP는 국에서 환경법의 운용을 심사할 목 으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로젝트이다. 
EJP 로젝트는 사법제도가 환경보호에 공헌해야 한다는 제로 출발하 다. 재 EJP
는 약 40명의 변호사와 16개의 NGO를 상으로 국에서 환경소송에 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101) 를 들면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OEI)이라는 환경단체는 

재 비교  완화된 원고 격의 해석도 우려가 있다고 비 하 고, 원고 격에 한 법

원 재량  단이 보수 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European Union 
Network for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 Complaint 
Procedures and Access to Justice for citizens and NGOs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within the European Union, 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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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단체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다.102) 환경공익소송의 원고 격뿐만 아니라 소

송비용 면에서도 일반시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존립해야만 오르

후스 약상 보장된 사법액세스권을 향유할 수 있다. 국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고 2013년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고, 환경공익소송의 소송비용에 한 부분

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국정부는 소송비용에 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문제에 

한 사법액세스권을 완 하게 보장하기 한 제도  정비에 하여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익소송은 여 히 우리사회에서 형성 인 개념이며 논의 

인 제도이다. 그러나 개인의 사익이 아닌 공공성과 미래세 를 한 환경문제라

는 공익을 추구하는 환경소송이 공익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익소송

으로서 환경소송은 주 소송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행 소송법상의 규정이 아닌 

특별법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이라는 문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정을 통한 명문의 규정으로 원고 격을 확 시켜야 할 것이

다. 사회에 있어서 환경문제에 한 심각성과 진정성은재론할 필요성이 없다. 

우리의 경우에 아직 환경공익소송에 있어서 제3자에 한 원고 격인정 여부  

범 에 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환경에 련된 소송에서 지역 환경에 련성

이 있는 제3자에게도 원고 격 인정에 한 극  검토가 필요하다.

투고일자 2015.01.20, 심사일자 2015.02.19, 게재확정일자 2015.02.27

102) 국에서 변호사와 NGO를 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6%가 정당한 소송이 

소송비용 때문에 제소가 어렵고, 응답자의 83%가 소송비용의 원칙에 만족하지 못하고, 
응답자의 72%가 보호  비용명령 제도에 불만족하다고 하 다. Carol Day, Tackling 
Barriers to environmental justice-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in England and 
Wales: a decade of leading a horse to water, 2011, paras.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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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 and Aarhus Convention: 
Based on British Cases

Lee, Hyeong-Seok*

103)

Now, our contemporary people have a strong sense of environment as a right 

for future generation and a part of essential public goods. In addition, worldwide 

concerns - whether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 are more and more concentrated 

on harmony between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past, we took abstract conceptual approaches to environmental right, but we 

now recognize it as a concrete right and a crucial national duty of state as well. 

There are 3 basic rights that assure such a recognition in practice: 1) Right of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2) Right to participat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procedures, and 3) Right of 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Aarhus 

Convention has been the outcome of efforts to assure these 3 basic environmental 

rights internationally. In terms of its purport, the major content of Aarhus 

Convention comprises environment-concerned people's right of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ir right to participate in significant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resolutions, and their right of access to justice, which involves direct 

and indirect participation in relevant environmental dispu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general discussion about Aarhus 

Convention, and examine actual cases of ‘standing to sue’ and ‘protective cost 

order’ in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s of the United Kingdom, a membership 

country that faithfully implements the fundamental purports of Aarhus Convention, 

so that we may make a further discuss on possible implications of British cases 

for South Korea. 

South Korea is not a contracting party of Aarhus Convention, but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contains express provisions about environmental right 

 * Research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Bonghwang Honor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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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part of universal human right, so it is important to assure that people can get 

involved in environmental matters and can have access to them. As a practical 

mean of assurance for such a public participation and access, it is necessary to 

examine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 by an organization in favor of purely 

public interests, rather than any personal environmental action. As shown in British 

cases, it is also required that South Korean judicial authorities make positive 

examinations into recognizing non-interested party or third party's ‘standing to sue’ 

and supporting ‘their litigation cost’ with regard to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

Key words: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 Standing to sue, Access to justice 
(judicial access), Protective costs order, Aarhus Conven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