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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 행정소송은 사인의 개별적 보호법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 특히,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구제방안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에서 국가와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개발

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경우, 국가가 자연환경보전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국민은 국

가가 법률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바라거나 사법적 절차 외의 방안에 의존하는 것 

밖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의 시대 변화 반영과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어 왔고 2013년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안

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2014년 법제처 심사 이후 현재까지 분명한 이유가 없이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환경법을 비롯한 행정실체법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체법의 보호이익을 실질적으

로 보장하고 환경행정소송의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

는 행정소송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며, 시급한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행정소송이 자연환경훼손과 관련한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가지는 한계를 설악산 

케이블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행정소송법 개정안 중 원고적격,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의 도입 필요성을 자연환경훼손의 예방과 피해구제 측면에서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입법예고안에서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을 ‘법적 이익’으로 확대하여 환경권을 근거로 환경행

정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는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환경단체가 자연환

경과 미래세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으로 행정청의 환경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사법적 판단

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제3자의 의무이행소송을 통해 자연환경훼손의 예방 조치를 취해줄 것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방적 금지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도입 

필요의 근거가 도입 반대 입장을 충분히 압도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국책사업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해소, 자연환경훼손의 예방 측면에서의 효과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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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 환경법은 대부분 행정법규로 행정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

며,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듯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

활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국가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권의 보호대상을 개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 등의 침해로 이

해하고 있고, 환경행정소송은 사인의 개별적 보호법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은 매

우 제한적이다. 특히, ‘자연환경’의 훼손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현행법상 자

연환경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행정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연환경보전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국민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어떠한 처분을 내리

면 자연환경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훼손되기 때문에 그 처분을 하지 말 것을 요

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다시 말해, 국민은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의무를 성실

히 수행해 줄 것을 바라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 행정구제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의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환경행

정작용이 다른 여타 행정작용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환경행정소송제

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한편 환경행정소송 외 여타 행정소송에 있어서

도 사회가 변화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

라 행정소송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 결과로서 공

개된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환경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제기되어왔던 문제들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14년 법제처 심사 이후 분명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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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현행 환경행정소송제도에 의

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현행 행정소송이 자연환경의 훼손 예방과 피해구제 

측면에서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자연환경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사법적 구제절차로써 행정소송법 개정안 중 ‘원고적격,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

소송’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Ⅱ.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분쟁사례 및 현행 제도의 한계

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례1) 

(1) 개요

1995년 3월 양양군은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부터 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에 

걸쳐 곤돌라, 정류장,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문화재청

장에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2)

2012년, 2013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는 양양군의 사업 계획안을 부결하였

으나, 2015년 9월 산양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등의 조건부로 승인을 하였다.3)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

회가 2016년 12월 현상변경안을 부결하자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을 하였고,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

회는 2017년 6월 문화재청에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라고 재결하였다.

2017년 11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 천연보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5546, 재
결일 2017.06.15.; 머니투데이(2017.10.28), “‘설악산 케이블카’ 두고 문화재청-문화재위 첫 평
행성”,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2609421541043&outlink=1& 
ref=http%3A%2F%2 Fsearch.naver.com, 검색일: 2018.1.3.

 2) 설악산은 1965년 천연기념물 제171호,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설악산 오
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와 환경부의 공원계획 
승인이 필요하다.

 3) 이와 관련하여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
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승인이 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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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역 내 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 케이블카 설치와 운영이 문

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다시 부결하였으나, 문화재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의 재결에 따라 사업하가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을 발표

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는 사업이 승인될 경우 자연환경 및 문화재 손해 등을 우려하여 반대집

회를 계속하고 있으며,4) 양양군과 지역주민은 케이블카 설치의 찬성 입장을 내세

우며 집회를 하고 있어 자연환경과 관련한 논쟁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민민갈등도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요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로서, 10명의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위원 중 

2명이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소속 주요간부임에도 의결에 참여

하였고, 문화재위원회 의결과정이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위원회의 심

의·의결절차가 위법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매우 적절하지 않았

다고 판단하였다.

실체적 하자 여부로서 이 사건은 문화재 훼손가능성 및 보존, 관리에 미치는 영

향과 그에 따른 공익의 침해 정도와 이 사건 사업의 제한이 또 다른 공익을 제한

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였어야 하고, 설악산 문화재가 어느 

정도로 훼손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상충하고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객관적이고도 심도 있는 분석

을 통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지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

업은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이용약자에게 설악산 문화재

에 대한 접근·향유의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고,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2~2016)’에 따르면, 정책목표로

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보존관리 강화 및 활용 활성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들고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4)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우려되는 자연환경 및 문화재 훼손은 ⅰ) 공사 시 소음·진
동으로 인한 산양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악화 초래 ⅱ) 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식물 
및 병원균) 침입 가능성 증대 ⅲ) 케이블카 설치·운행 시 경관 영향 및 자연경관 훼손 
등이며, ⅳ) 지구진화단계 이해에 유용, 상부정류장 부분 암괴원 발달로 인한 지질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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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공익 증대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문

화재에 대한 접근・활용과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사

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3) 검토

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둘러싸고 크게 

두 가지 쟁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

하고 있어 행정청은 재결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거나 불복할 수 없고,5) 따라서 

문화재청은 문화재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에 따라 양

양군의 사업을 승인할 수 밖에 없다. 둘째, 현재 양양군의 설안산국립공원계획 변

경안에 대해 환경부는 조건부 승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승인 또는 

조건부승인에 따라서 사업은 추진될 것이지만 일반 국민과 환경단체는 환경행정소

송과 같은 사법적 절차를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

러므로 집회 등의 방법으로 환경부나 문화재청이 다른 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려면 자기관련성과 침해의 직접성이 인

정되어야 하는데 자연환경과 문화재훼손이 개인의 구체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단체 또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 자연환경훼손을 이유로 환

경부나 문화재청의 (조건부) 승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것이다. 설사 원고적격이 인정되어 문화재청이나 환경부, 양양군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사업 승인과 함께 케이블카 

사업을 바로 착수할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사업 착수로 인한 자연환경 및 문화재

훼손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발생할 수 있지만 예방적 금지소송과 같이 사전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연환경훼손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갈등은 계속 심화될 수 있다. 사업의 착수 전에 환경

 5) 헌법재판소는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대해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와 국민 권리의 신속한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맞게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을 통해 스스로 내부적 
판단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
의 재결에 대해 다투거나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
다. 헌재 2014.6.26. 2013헌바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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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지만,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더

라도 그 하자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

에,6) 처분 후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실효성

이 매우 약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사법적 구제절차의 한계는 앞에서 첫 번째 쟁점으

로 제기하였던 행정심판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

히 문제될 것이다. 문화재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더라도 그 불복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결정하는 사항이지 국민들이 능동적

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행법 하에서는 자연환경의 보호 및 훼손 방지 등을 위해서 행정청

이 적절한 행정을 해주기를 바랄 뿐이지, 행정청이 자연환경 훼손에 우려가 되는 

처분을 하거나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 처분에 대해 다투어 볼 수 있는 여지

가 매우 적고,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사법적 절차를 통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연

환경 훼손을 예방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달

라고 요구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2.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현행 환경행정소송제도의 한계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공법상 소송절차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환경행정의 실

질적 이행 및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것이다. 현행법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환경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허용되는 환경행정소송도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인해 인간의 생명, 건강, 재

산에 피해가 가해진 경우로,7) 인간의 생명, 건강, 재산에 대한 피해와 직접적인 관

련이 없이 자연환경 그 자체에 대한 훼손의 예방을 강구하거나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된다.8) 

 6) 서울행정법원 2010.4.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7) 법원에서 공법상 소송절차를 통해 다루어진 구체적인 사례로는 인근주민들이 공설화장

장 설치의 금지를 위해 도시계획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 14544 판결),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주민들이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 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
19588 판결), 당해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상수원보호구역변
경처분등 취소소송(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등이 있다 (김은주, “환경
분쟁의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공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3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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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환경법제는 자연환경과 관련한 여러 법률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9) 

절차법(소송법)적으로 자연환경훼손의 예방을 요구하거나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책

임을 묻는 것이 매우 어렵다. 구체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생

략>...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무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동법 제3조는 ‘환경훼손’을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

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환경

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훼손을 주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무과실책임 규

정 내 ‘환경훼손’ 범위에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는 사인의 이익침해가 수반되지 않은 자연환경 그 자체

의 피해를 책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등이 불분명하고, 피해배상의 청구

권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또는 제3자들이 해당 환경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환경오염 등에 의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통해 해결하고 있고,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이 구체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

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그 자체의 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국가·

지자체·공익단체 또는 제3자가 해당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피해의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10)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연 또는 자연물에 대해 제기되었던 ‘도룡뇽 사건’,11) ‘검

은머리물떼세 소송사건’,12) ‘황금박쥐 소송사건’13)에서 자연 그 자체의 당사자능력

을 인정하지 않았고, 환경단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

로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14) 자연환경은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개인의 

 8) 이준서, “자연환경훼손의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정책적 소고”, 『법과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5, 5면.

 9)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는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
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개별 법률로써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습지보
전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 

10) 이준서, 전게논문, 11-12면.
11) 울산지방법원 2004. 4. 8. 2003카합959, 부산고등법원 2004. 11. 29. 2004라41,42(병합), 

대법원 2006. 6. 2. 2004마1148,1149(병합)
12) 서울행정법원 2010. 4. 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13) 청주지방법원 2008. 11. 13, 선고 2007구합1212 판결.
14) 위의 판결(주 13), 본 소송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다하여 공사지

역 인근에 서식하는 황금박쥐, 수달, 고니 등 7개의 동물과 환경단체가 원고가 되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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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동체의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에 

대한 소송은 공공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성이 낮다는 점에서 현행 행정소

송법상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15) 따라서 환경행정

소송에서 개인의 권리이익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자연 그 자체의 보호에

까지 확대시켜 환경법의 궁극적 목적이 소송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6)17)   

Ⅲ.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자연환경훼손 예방 및 피해구제 

측면에서

현행 행정소송법은 1984년의 개정 입법이 그대로 견지되고 있어 변화하는 시대

에 부합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8) 현행 행정소송법의 한계를 인식하

고, 국민의 포괄적 권리구제를 위한 개정논의가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큰 진척

을 보이지는 못했고,19) 재차 행정소송법 개정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011년 법무부에서는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개정

주시장을 상대로 ‘충주 도로확장공사구역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황
금박쥐 등 동물의 당사자능력에 대하여는 어떠한 법령에도 동물을 비롯한 자연물 그 자
체에 대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
다. 환경단체의 당사자격에 하여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자에 
한해 처분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행정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
한 없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소송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라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다. 설계경·정회근, “자연의 원고적격에 관한 소고”, 『토지
공법연구』 제44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168-171면 참고.

15) 한상운, “환경행정쟁송에서의 원고적격 판단시 근거법으로서의 환경권 원용 가능성”, 
『환경법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4, 178, 195면.

16) 설계경·정회근, 전게논문, 172면.
17) 행정소송이 주관적 권리보호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나, 주관적 기능을 넘어 

다양한 공익과 공익간의 충돌, 공익과 사익간의 충돌, 사인과 사인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통한 국가의 전체 법질서 확보와 일반이익의 실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호경, “기본법의 관점에서 본 독일 행정소송제도의 기
능”, 『공법연구』 제39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10, 590면). 

18) 김중권,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의 개정”, 『동아법학』 제68호, 동아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3면.

19) 서보국, “행정소송법개정의 주요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3권 제2
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79-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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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을 위촉하여 개정시안을 성안하였고 2012년 5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

견을 수렵한 후 2013년 3월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

였다.20) 이 입법예고안은 2014년 법제처 심사까지 마쳤으나 행정소송법의 개정으

로 이어지지는 못했다.21) 

2013년 입법예고된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의무이행소송 도입, 원고적격 

확대 외에도 집행정지제도의 요건 변경, 가처분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22) 본 논문은 입법예고안 중 ‘원고적격’, ‘의무이행소송’과 개정시안의 ‘예

방적 금지소송’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고적격은 행정청의 처분을 법

원에서 다투기 위한 소송요건으로 원고적격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행정소송에 관

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범위를 결정하며 법치행정원칙의 본질과 직결된다고 평가

된다. 그러나 현재 다수설과 판례에 따른 원고적격의 범위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

춰 다양한 급부행정이 중시되는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대응하기 어렵고, 이

는 본안 심리 단계가 아닌 소송요건의 검토 단계에서 이미 이익침해여부를 다루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조차 제한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있다.23) 한편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본안 판단의 가능

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는 현행 행정소

송법에서 규정하는 소송유형인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으로는 매우 제한

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환경영역에서는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환경보전의무를 해태할 때 현행법상으로는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안이 실효적이지 못하고, 환경훼손의 사전예방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인데 현재는 취소소송을 통한 사후구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서 행정소송의 본안 판단을 받을 가

능성 자체를 확대할 수 있는 원고적격과, 소송유형으로써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을 검토하였다. 예방적 금지소송은 2012년 5월 공청회에서 공개된 개정시

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입법예고안에서 제외되어 있어 2012년 개정시안의 내용

20) 김광수,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명암”, 『행정법연구』 제37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7-9면.

21) 법률신문 오피니언(2015.06.11), “행정소송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https://www.lawtim 
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93620, 자료 검색일: 2017.12.05.

22) 김광수, 전게논문, 14-15면, 19면; 김중권, 전게논문, 2면, 5-6면.
23) 장욱,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와 그 한계”, 『법학논고』 제3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544면, 5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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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였다.

1. 원고적격

(1) 개정안의 내용

입법예고안 제12조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종래 원고적격의 요건을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서 

“법적 이익”의 개념으로 변경하였다.24) 이는 오늘날 복잡한 행정현실에서 현행 행

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은 국민의 공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고, 근거 법률 외의 

헌법, 관련 법률, 판례법 및 관습법 등에서 보호하는 이익도 고려될 필요가 있으

며, 판례 역시 근거 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서 보호되는 이익도 원고적격에 

포함된다는 입장에 있으므로 원고적격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25)  

이는 종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

되나 ‘법적 이익’ 개념의 도입과 관련하여 몇 몇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우선 

판례를 통해 ‘법률상 이익’ 개념이 확대되어 비교적 넓게 이해되고 있음에도 새로

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법적 이익’의 개념이 ‘법적 보호이익설’

이 아닌 ‘법률상 보호가치 이익설’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

다는 점,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새로운 원고적격의 요건에 대해

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 법원의 입장에서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이 어떠

한 관계에 있으며, ‘법적 이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 원고적격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우

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26)

그러나 원고적격의 지나친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는 원고적격은 처분의 근거법

률이나 관련 법률, 기본권의 배경을 고려하여 ‘법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 법원이 

확정하는 것으로, ‘법률상 이익’의 경우와 ‘법적 이익’의 경우에 법원의 해석 범위

와 기능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리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제기된

다.27)  

24) 정남철,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특히 행정소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
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44호, 한국법제연구원, 2013, 286면.

25) 정하중,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경과”,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자료, 법무부, 2012, 7면 
참조; 정남철, 전게논문, 2013, 286면.

26) 정남철, 전게논문, 286-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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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환경훼손 예방 및 피해구제 측면에서의 검토

현재 판례는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28) 그러나 원

칙적으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

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입법예고안과 

같이 그 범위를 관계 법령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규정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법적 이익’에는 향후 그 개념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권도 원고적격의 근거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으로 판단된다.29) 

환경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환경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 주관적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은 

주관적 권리보호설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역에서 국민의 권익구제

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에서 ‘법적 이

익’으로 확대하고, 현재의 다수설이자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따라 환경권의 궁극적

인 보호대상을 개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 등의 침해로 이해하되, 기본권의 존

재의의로서 헌법상 인정되는 환경권의 고유 보호영역을 ⅰ) 환경피해로 인해 개인

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 인격 등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지 않는 경우라도 개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헌법상 환경권에 의하여 보호되어

야 하고, ⅱ) 공공의 이익관점에서 공동체의 자산인 자연환경의 심각한 오염이나 

생태계의 파괴 등이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 헌법상 환경권 행사를 통해 자

연환경과 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면 ‘환경권’이라는 기본권

을 근거로 환경영역에서 행정구제가 제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30)

환경분쟁이 갖는 특수성과 환경권이 다른 기본권과 달리 개인적 법익과 공공의 

이익을 포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환경행정소송에서 주관적 공권론이라

는 이론적 도그마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이라는 공공재의 성격에 근거하여 법원

27) 정호경, “2012년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개정방향과 주요 쟁점을 중심
으로-”, 『법학논총』 제29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30-232면. 

28)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 내 주민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증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고 하였고(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판결), 원고적격의 근거로 처분의 근거 법
률 외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도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29) 정남철, 전게논문, 286-288면 참고.
30) 한상운, 전게논문, 178면, 193-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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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고적격 확대를 통한 제3

자의 환경행정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환경권 규정과 행정소송을 통한 국민

의 권리구제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31) 

한편, ‘법적 이익’ 개념을 통한 원고적격 확대는 향후 ‘자연 그 자체’, ‘미래세

대’, ‘환경단체’에 대한 원고적격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어 다음은 이와 관련한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자연 그 자체의 원고적격 인정 필요성

자연의 본질적 가치의 보호를 위해 자연에게 직접 원고적격을 인정하거나 자연

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외국에서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거나 혹은 판례를 통해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였

다.32)33) 

그러나 이와 같은 자연의 권리인정이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실질적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자연 그 자체에 법적 지위를 인정하

31) 한상운, 전게논문, 200-201면.
32)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로는 ⅰ) 2008년 에콰도르 신헌법 제2권 제7장 제71조에서 

자연이 권리의 주체임을 선언하여 이 조항에 근거하여 2010년 멕시코만에서 발생했던 
BP사의 석유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시민 및 단체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고(Peter 
Roderick, p.17. Nature or Pacha Mama, from which life reproduces and enfolds itself, 
has the right to the integral respect for its existence and the maintenance and 
regeneration of its vital cycles, structures, functions and evolutionary processes. Every 
person, community, people or nationality can require that public authorities comply with 
nature rights...), ⅱ) 2017년 뉴질랜드 의회가 원주민 마오리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북섬
에 있는 왕가누이 강(Whanganui River)의 법적 인격성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Te 
Awa Tupua(Whanganui River Claims Settlement) Act 14: Te Awa Tupua declared to be 
legal person (1) Te Awa Tupua is a legal person and has all the rights, powers, duties, 
and liabilities of a legal person. (2) The rights, powers, and duties of Te Awa Tupua 
must be exercised of performed, and responsibility for its liabilities must be taken, by 
Te Pou Tupua on behalf of, and in the name of, Te Awa Tupua, in the manner 
provided for in this Part and in Ruruku Whakatupua-Te Mana o Te Awa Tupua. (이현
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정절차의 역할”, 제33회 한국행정법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문, 2017, 54-55면.)

33)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판례로, 미국에서는 하와이 희귀조인 ‘빠리야’도 고유한 권리를 지
닌 법인격으로서 법률상 지위를 가지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
으며(Palilla v. Hawaii Dept.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 471 F.Supp.985(D.Hawaii 
1979)), 캘리포니아의 ‘바다오리’는 위기종보호법에 의한 보호종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소
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였다(Marbled Murrelet v. Babbitt. 83 F. 
3d 1060(9th Cir. 1996))(이상명, “환경권과 생태중심주의에 대한 시론”, 『한양법학』 제
19권 제3호, 한양법학회, 2008, 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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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현재의 우리 법체계상 권리·의무 구조를 

고려할 때 원고적격 확대를 통한 시민소송의 도입은 현 체제 내에 수용되기는 어

렵고, 따라서 우선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인간과 환경이 함께 살아갈 권리’로 

확대하거나 ‘환경권’을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닌 공동체의 권리로 확대해야 함을 지

적한다. 즉 이러한 인식의 확대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소송 제도 등의 

도입이 용이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34)   

위의 주장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자연 그 자체에 대한 당사자능력(법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그동안 현행법이 가지고 있던 법질서와 전면적으로 대응

되는 것으로, 오히려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오

히려 공공재로서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

는 법적인 장치를 모색하고 그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법제도의 개선은 기존의 법질서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존의 법질서와 조화·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고, 자연을 대신하여 

법적 주체성을 가지는 자가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것, 일정한 

조건 하에 법적 주체성을 갖는 자가 국가로 하여금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 미래세대의 원고적격 인정 필요성

환경법 영역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보호와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는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로,35) 환경권은 다른 기본권과 달리 미래세대의 기본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36) 이와 더불어 기존의 인류중심적·현재

중심적인 법시스템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에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국제적

34) 소병천, “자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 『환경법연구』 제31권 제2호, 한국
환경법학회, 2009, 283-284면.

35) 환경정책기본법도 제2조 제1항에서 ‘<생략>...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
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
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생략>...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정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원칙)’ 중의 ‘형평성’을 명문규정에 받아들이고 있다. 

36) 장욱, 전게논문, 560-5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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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대되면서 국가별로 공법시스템 내에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담기 위한 정

비 방안이 많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논의에는 ‘현 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의 이익

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노력에 동

참하고자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현재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하였고, 제1조 

목적에서 ‘<생략>...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37)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선언적 규정으로, 사실상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미래세대

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은 법규범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도덕이나 윤리

적인 부문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38) 우리 판례도 미래세

대의 원고적격을 부인한다.39) 한편 최근 2016년 미국에서는 청소년들(8세~18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이 미국 헌법에서 정하는 미래

세대의 권리 보호를 위반하였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미래세대에 대해 책임적격성을 

인정한 판례가 등장하기도 하였다.40)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질서를 고려할 때, 미래세대의 구체적 권리를 보장하

기 위한 입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

규범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윤리적 가치로 인정되어 자칫하면 법률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 다만 미래세대의 권리는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는 전세계적 과제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미

래지향적 관점에서 환경법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법 체계에 ‘미래세대의 권리’를 어

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 

상 미래세대와의 형평성 규정이 선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법률 조항을 단

37) 이현수, 전게논문, 53면.
38) 장욱, 전게논문, 561면.
39) 새만금간척사업 사건에서 정부의 처분 당시 태어나거나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18세 미

만의 미성년자들이 농림수산부장관을 상대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새만금간척 종합개
발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에 대해서 원고적격을 부인하였다(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
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국제기구 선언, 국제협력 등은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법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01. 7. 25. 선고 2000구12811 판결); 장욱, 전게논문, 560-561면. 

40) Juliana v. United States, 111016 ORDC, 6:15-cv-01517-TC, https://static1.squarespace. 
com/static/571d109b04426270152febe0/t/5824e85e6a49638292ddd1c9/1478813795912/Order
+MTD.Aiken.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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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선언적으로 그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이 구체화되어 법 규정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인정 필요성 

현행법상 행정청이 자연환경 보전 및 훼손예방 등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지

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들은 행정청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행정청의 의무해태로 인

한 자신들의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할 

때, 지역주민들은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고, 설사 원고적격을 확대한

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은 자연환경훼손으로 인해 어떠한 침해가 자신에게 발생할 것

이라고 예측하기 위한 전문성과 지식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주관적 소송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환경보호 측면에서 주관적 소

송구조를 탈피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단체소송(Verbandsklage)을 인정하고 있

다.41) 독일이 단체소송을 인정하는 이유는 환경침해가 되었는지 여부조차도 모르

는 일반인이나, 환경침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주관적 소송제도로 

인해 행정청이나 거대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가들과 환경보호활동을 하면서 정보와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려는 것이다42).

환경피해는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인과관계의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단체로 

하여금 공공의 환경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소송의 제기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

다. 증권관련 소송이나 소비자피해소송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피해자의 반복적 소송

을 피하기 위해서도 단체소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43) 자연 그 자체의 권리

와 미래세대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 실효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견해는 앞에서 살펴보았고, 그

렇지만 이는 아직 현행법체계 내에 그러한 논리를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41) 독일에서는 주 단위의 자연환경보호법 등에서 단체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서
는 ⅰ) 단체의 정관에서 특정한 공익목적추구를 단체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ⅱ) 일정한 
지역적 범위에서 활동하며, ⅲ)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여 관할 관청이 승인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은기,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부여문
제”, 『서강법학』 제11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452-453면).

42) 박재현, “환경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아법학』 제47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35-136면; 김해룡,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의 확대와 집
단소송제도 도입문제”, 『공법연구』 제33집 제5호, 한국공법학회, 2005, 228면. 

43) 이은기, 전게논문, 4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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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이지 그들에 대한 보호나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자연의 권리나 미래세대의 권리 인정여부와 관련된 논의를 포섭하

고 이들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존재로서 환경단체를 환경이익의 주체

로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고, 환경단체로 하여금 자연생태계 보전과 미래세대의 

환경이익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 체계 내의 권리주체에 대한 문제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44) 이와 같은 환경단체에 대한 원고적격 인정은 환경운동의 활

성화와 더불어 다수 피해자의 실효적 권리구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45)

2. 의무이행소송

(1) 개정안의 내용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사법부에 그 처

분을 하도록 명령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입법예고안은 항고소송의 한 유형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이 행정청에게 어떠한 처분을 명령하는 

것이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대신하는 것으로 행정의 자율성과 선결권을 침해한

다는 우려로 인해 1984년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시에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현행 행정소송법에 포

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권리구제절차의 흠결 보완의 필

요성으로 인해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항상 포함되었고 이번 입법예고안에도 포함되

었다.46)

입법예고안의 의무이행소송 규정을 살펴보면 제41조 내지 제47조에서 원고적격, 

제소기간, 소의 변경, 의무이행판결, 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준용규정을 규정하

고 있다. 원고적격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할 것을 구

할 “법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은 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도

록 선고하는 행정처분발급이행판결과 ⅱ)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재량권

의 한계를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 판결의 취지를 존중한 처분을 하도록 

선고하는 재결정이행판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무이행판결에 대해

44) 한상운, 전게논문, 202-205면.
45) 이은기, 전게논문, 447면.
46) 김연태,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의 쟁점 검토–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49권 제4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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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2) 자연환경훼손 예방 및 피해구제 측면에서의 검토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국민의 권

리구제가 불완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은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의무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이다.47) 한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

하는데 그칠 뿐 행정청이 행한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도 

위법성이 판결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어 원고는 거부처분에 대

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48) 이러한 현행 제도

의 문제점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의 적극적 권리구제를 위해서 의무이행소송의 도

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특히 환경행정은 국민의 생존권, 건강권과 직결

되는 문제임을 고려할 때 의무이행소송이 더욱 실효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

다. 행정청은 사업자와의 유착관계를 유지하거나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여 법률상의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지역주민들은 행정청의 직무해태

를 이유로 부작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법부로 하

여금 행정청에게 일정한 규제권한을 행사하도록 명령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

이다.49) 

반면, 자연환경 훼손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3면 관계에서 의무이

행소송이 가능해야 하며 3면 관계에서 의무이행소송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

송요건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3면 관계에서의 의무이행소송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50) 

47) 대법원 1991. 8. 9. 선고 90누7326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 김
연태, 전게논문, 292-293면.

48) 김연태, 전게논문, 292-294면.
49) 구체적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공해물질을 유출하는 공장에 대해 시설개선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위법한 사업활동 등에 의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것이다. 채우석, “환경행정소송의 전개와 법리변화”, 『환경법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
환경법학회, 2006, 381면.

50) 김현준, “의무이행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관계: 우리나라 개정안, 독일 행정법원법, 
일본의 행소법의 비교”, 『토지공법연구』 제58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409-4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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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의 의무이행소송 규정 및 환경부문 판례

독일 행정법원법상 의무이행소송은 ‘거부대응형 의무이행소송(Versagungsgegenklage 

od. Weigerungsgegenklage)’과 ‘부작위대응형 의무이행소송(Untätigkeitsklage)’으로 구분

되는데, 거부대응형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원

고는 신청거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절차를 거친 다음 신청에 관한 행정행위 발급

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이행소송이고(행정법원법 제68조 제1항, 제2항 및 제74조 

제1항, 제2항), 부작위대응형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이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

을 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 및 행정심판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

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고적격은 보호규범론51)을 따르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권리가 원고가 신청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실체적 청구권과 동일하고 주로 

근거규범에 따른 신청권이 된다. 즉, 법률의 해석을 통해 신청권이 인정되면 이러

한 청구권이 바로 인정되는 것이다. 다면적 법률관계에서는 제3자의 행정개입청구

권이 이러한 실체적 청구권이 될 수 있으며, 제3자인 원고의 이익이 행정행위의 

근거규범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면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곧 의무이행

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인정될 수 있다.52) 

일본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신청권’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53) ‘직접

형’은 신청권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함을 의무지우는 

유형으로 규제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권한을 태만히 할 경우 처분의 상대방 이외의 

제3자로부터 당해 권한의 행사를 구하여 제기되는 것이며, ‘신청형’은 행정청에 대

하여 신청한 자가 원고로 되어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함을 의무지우는 유

형으로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의 신청이나 불복신청을 했음에도 행정청이 응답하지 

51)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로, 권리
침해는 원고의 사익을 보호하는 보호규범이 존재해야 되며, 권리의 의미는 원고가 신청
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실체적 청구권을 의미한다. 만약 구체적인 근거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부터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송동수,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권리구제의 확대–독일 의무이행소송의 쟁점과 시사점을 중심으
로-”, 『토지공법연구』 제68집,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242면.

52) 김현준, “의무이행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관계”, 405-406면.
53) 일본 행정소송법 제3조 제6항: 이 법률에서 의무이행소송이란 다음의 경우에서 행정청이 

그 처분 또는 재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하는 것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때(제2호의 경우는 

제외).    
   2.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 또는 재결을 구하는 취지의 법령에 기한 신청 또는 심

사 청구가 행해진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처분 또는 재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를 행하지 않을 때.



 자연환경훼손의 예방 및 피해구제와 행정소송법 개정안 _ 윤소라 ∣239∣

않는 경우나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행해진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54)

일본은 2004년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무이행소송이 유효하게 기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나마타병 인정 의무이행소송’55)과 ‘산업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조치

명령 의무이행소송56)’에서 당해 행정처분의 발동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주변 주민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구제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히 산업

폐기물 처분장 관련 판례에서는 지역주민 등 제3자에 의한 의무이행청구를 인용하

여 제3자가 의무이행소송을 위해 신청권이 없음에도 법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이 

판례는 제3자면 의무이행소송에 대해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할 것이

다.57)

2) 우리나라에서의 의무이행소송 도입 후 과제 

입법예고안의 의무이행소송 규정에 대하여 심리대상 및 범위, 위법성 판단기준, 

가처분제도 요건 등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과 향후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는

데,58) 그 중 ‘신청권’ 법리와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은 3면관계의 의무이행소송의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로써 환경행정소송, 특히 자연환경과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입법예고안의 의무이행소송 규정은 일본과 달리 ‘신청형’, ‘비신청형’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었을 때 그 소송요건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 우리나

라 판례는 “신청권을 가진 자”의 신청에 대한 명시적 거부 또는 응답없음을 각 각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보아 이를 대상적격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신청권 법리 

견해를 견지하는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였을 때, 직접형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에 신청권 법리를 적용할 경우 의무이행소송제도를 거의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위의 일본의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환경법 분야에 의무이행소송이 

54) 박웅광, “환경법 분야에서 일본 의무이행소송의 양상: 유형별 최초 인용 사례를 중심
으로”, 『법과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6, 244-246면.

55) 最判 2013.4.16,判時2188号 42頁. 
56) 福岡高判2011.2.7,判時2122号 45頁.
57) 박웅광, 전게논문, 248-258면.
58) 박효근,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법과정책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6; 김연태, “의무이행소송의 쟁점에 
대한 고찰-독일에서의 소송상 쟁점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72권, 고려대학교 법학
연구원, 20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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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청권 법리나 소송요건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신청권’이 없는 제3자의 행정개입청구권을 의무이

행소송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가 발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자 관계의 의무이행소송이 실효적으로 도입될 수 있

는 방안으로 신청권 법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59)

3. 예방적 금지소송

(1) 개정안의 내용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청이 장래에 위법한 처분을 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그 

처분을 금지하는 소송으로 처분 전에 행정권의 발동을 금지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고, 행정계획 및 단속이 예정된 경우에 처분에 대한 남소

로 인한 행정청의 정책수립 및 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도

입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사후적 구제에 의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도입을 

긍정하는 입장이 압도적이었고, 따라서 행정소송법 개정논의가 있을 때마다 개정안

에 포함되었다.60) 

개정안에서 정하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항고소송 중의 하나로 행정처분만을 그 

대상행위로 정하고 있고, 대상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예방적 금지소송이 허용되는 독일의 경우 예방적 금지소송이 성

문화되지는 않았고 판례법 차원에서 강구되고 있으며, 집행정지의 원칙을 취하되 

최후보충적으로 예방적 금지소송이 허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개

정안 상의 ‘예방적 금지소송’은 법정화된 소송종류의 하나로 도입되는 것으로 최후

59) 김현준, “의무이행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관계”, 409-411면;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 대법원 2004.4.28. 선고 2003두1806 판결; 대법원 2006.7.6. 선고 2005다
16041 판결; 대법원 1996.6.11. 선고 9512460 판결; 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4046 
판결; 대법원 2003.9.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고

60) 김중권,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시안의 주요내용에 관한 소고: 잠정적 권리구제와 당사자
소송과 관련해서”,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382면; 김현
준,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금지소송을 위한 변론: 행정소송법 개정에서 예방적 금지소송
이 포함되어야 한다”, 『토지공법연구』 제62집,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177
면; 김연태, 전게논문, 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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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을 제도적으로 강구하고 있지 않지만 개정시안 제51조(원고적격)에서 예방적 

금지소송은 ‘사후에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충성’ 내지 ‘즉시확

정의 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이

용하되 원칙적 수단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

우에 예외적인 사전구제수단으로 예방적 금지소송을 이용할 수 있어 예방적 구제

는 보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61)  

(2) 자연환경훼손 예방 및 피해구제 측면에서의 검토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기존에 제기되는 견해를 정리하고, 자

연환경 보호 및 환경갈등 예방 측면에서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예방적 금지소송 도입 우려에 대한 반론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권력분립을 기초로 행정청의 제1차

적 판단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남소로 인한 행정의 효율적 집행이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지만 ⅰ) 일본과 독일의 경우,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

은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재

검토되어 왔다. 일본은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 이론을 이유로 위법상태를 배제

하는 것과 같은 행정소송의 유형이 부인될 수 없다는 논리로 2004년 행정사건소송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학설과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였고,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 개정을 통해 명문규정으로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하였

다.62) 독일은 과거에는 ‘권력분립’과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

나, 현재는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 존중이 ‘실효적 권리보호’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고, ‘가중된 권리보호 필요성’이라는 엄격한 소송

요건이 충족될 때 예외적으로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고 있다.63) 한편, ⅱ) 개정

안에는 남소를 막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51조는 예방적 금

61) 김현준, 전게논문, 187-188면; 김중권,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시안의 주요내용에 관한 
소고”, 383면.

62) 일본 행정사건소송법 제37조의4 제1항: 금지소송은 일정한 처분 또는 재결이 행해짐으로
써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를 
피할 다른 적당한 방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3) 김연태,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의 쟁점 검토”, 313-315면; 김현준, “행정소송
법상 예방적 금지소송을 위한 변론”, 179-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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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적 이익’이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할 것이 ‘임박’해야 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

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4) 또한 가처분의 경우 

행정청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

도록 규정함으로써 ‘예방적 금지소송’과 동시에 ‘가처분’을 제기하여 행정의 효율

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다.65) 예방적 금지소송은 현행 소송

제도인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제도’를 활용하면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주장도 있지만 ⅲ)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서는 권리구제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환경행정소송의 경우 자연환경 자체의 훼손이 우려될 때에는 사전예방

적 구제수단이 특히 필요한데, 일본의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금지소송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66) 이 밖에도 ⅳ) 헌법상 권리인 ‘재판을 받을 권

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후·진압적 구제의 예외로 특별한 경우 사전·예

방적 구제가 필요하다는 점, ⅴ) 사인의 실체법상 권리인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장 

필요성 등이 주장되고 있으며,67) 이 사항들은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반대의견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될 뿐만 아니라 도입이 필요한 이유 또한 충분히 타당하게 설

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필요성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필요성 외에도, 국책사업을 둘러

싼 환경갈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로서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본다. 주로 환경갈등은 특정 자연환경을 둘러싸고 개발을 지지하는 입

장과 보전을 지지하는 입장 간에 상이한 가치관과 구체적 이해상충으로 인해 나타

64) 정하중, “행정소송법 개정에 있어서 예방적 권리구제의 도입”, 『강원법학』 제36권, 강
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368-369면; 김현준,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금지소송을 
위한 변론”, 185-187면; 김연태,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의 쟁점 검토”, 318면 
참고. 

65) 김현준,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금지소송을 위한 변론”, 185-187면.
66) 히로시마현과 후쿠야마시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출원하였는데, 당해 공유수면을 포함하

는 주변지역의 양호한 경관에 대한 혜택을 향수할 이익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공
유수면매립면허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이 사건 
사업이 경관을 변화시킬 수 있고 시공 완성 후에는 그 복구가 용이하지 않으며, 매립면
허가 행해지고 3~5개월 후에 공사가 완공되기 때문에 매립면허가 행해진 후 취소소송을 
제기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더라도 경관이익에 관한 손해를 구제받기 곤란하다’고 보아 예
방적 금지소송의 소적법성을 긍정하였다. 広島地判 2009.10.1. 判時2060号3頁 (김현준,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금지소송을 위한 변론”, 192-193면)

67) 김현준,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금지소송을 위한 변론”, 184-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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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데,68) 대부분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국책사업과 관련이 있고, 공공기관

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관료적·폐쇄적·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정책과제로 수립·집행

하면서 경제성장이나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반면, 환경의 공공성 추구, 사회

적 여론 수렴 등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69)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제도상으로 개발과 보전에 대한 

입장차이가 환경갈등으로 심화·발전되기 전에 양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기

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정책결정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문제를 제

기하여 갈등이 가시화시키지만 정부는 그 입장을 소홀하게 여기고, 추진단계에서 

갈등이 심각해지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현행 행정소송법도 예방적 소송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

아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처분이 내려진 뒤에 사후적으로 다투는 것으로는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적 절차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 과

정에서 환경갈등은 더 심화된다. 조명래(2003)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개발주의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고, 친환경

적 개발이나 개발과 환경의 통합적 개발은 사실상 그 내면에서 개발이 중심이 되

고, 환경은 이를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70) 

이러한 주장은 환경행정소송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생각되는데 환경영향평가제도

는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함으

로써 그 사업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제도지만, 사실상 운영상 문제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판례도 주민들의 의견수렴

을 거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충실성이 떨어지는 등 절차상·내용상 하자있는 환경

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71) 자연환경보전을 이유로 이미 행해진 개발에 관련한 

처분을 취소·무효로 하는 것이 어렵다. 

68) 조명래, “국책사업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원인과 구조”, 『ECO』 제5호, 한국환경사회학
회, 2003, 113면.

69) 조명래, 전게논문, 129-130면.
70) 조명래, 전게논문, 131-136면.
71) 군산화력발전소 부지에 건립하는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환경영향평가 대

상 지역에 포함되는 서천군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배수의 영향에 관
한 예측의 충실성이 떨어지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에서 다소 부실하게 이루어진 하
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사정판결을 하였다(서울
행정법원 2010.4.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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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경제성장지상주의, 관료적·비민주적 정책결정, 환경에 대한 기술개량

적 접근, 단기 이익실현을 전제로 하는 개발 등이 만연한 현실에서 환경을 배려하

는 개발과 성장, 민주적 정책결정과정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과거 국책사업과 관련된 사건을 비추어볼 때, 행정청의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처분이 위법하고, 그 처분을 사후에 다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방적 금지

소송과 같은 예방적, 사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환경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문제

를 공론화하여 그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판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처분이 내려지고 난 후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청도 사법부

도 그 국가사업을 취소·무효화하는 것을 꺼리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예방적 금지소송을 취소소송의 예외적·보충적 방안으로 허용하

면 예방적 금지소송의 남소도 방지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청과 사법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Ⅳ. 결론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주관적 권리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매우 제한적이며, 그러한 환경피해구제도 환경오염이

나 환경훼손으로 인해 인간의 생명, 건강, 재산상 피해가 가해진 경우에 권리구제

가 가능한 반면, 자연환경 훼손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가 거의 불

가능하다. 즉, 현행법상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그 법률

에서 행정청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헌법상 환경권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

한 삶’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행정청에게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연환경훼

손 방지의무를 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자연환경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더라도 그에 대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한편 행정소송법은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기 어렵고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전면적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3년 ‘행정

소송법 전면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법제처 심사 이후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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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입법예고안은 행정소송을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으로 역

할을 보다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입법예고안 중 원고적격, 의무이행소

송과 비록 입법예고안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에 항상 포함되었던 예방적 금지

소송은 자연환경훼손의 예방 및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과거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

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시급한 개정 및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선 입법예고안은 원고적격을 변경·확대하여 헌법상 환경권도 보호하는 이익으

로 고려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 특히 환경권의 고유 보호영역을 공공

의 이익 관점에서 자연환경의 훼손 등이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 환경권 행

사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면 ‘환경권’을 근거로 

환경행정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원고적격 확대 규정은 환경행정소송에서 원

고적격을 어디까지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무이행소송’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청이 환경법상 부과하는 의무를 하지 않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 영역

에서 ‘의무이행소송’ 규정이 문제되는 경우는 제3자의 의무이행소송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현행 판례 입장과 같이 ‘신청권’ 법리를 적용할 경우 3면 관계에서의 의무

이행소송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의무이행소송 도입과 함께 ‘신청권’ 및 

소송요건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때 논의는 의

무이행소송의 실효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3자면 관계에서의 의무이행소송이 가

능한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예방적 금지소송은 환경훼손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정도로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구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사전예방 및 사전배려’가 보다 중요한 환경 영역에서 이러한 원칙이 실현되는데 

실효적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으나, 도입 필요에 대한 근거가 반대 입장을 충분히 압도한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예방적 금지소송은 국책사업을 둘러싼 환경갈등 해소와 자연환경 훼손 예방 측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국책사업으

로 인한 환경갈등양상과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였을 때, 일단 처분 후 사업이 착수

되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사업을 취소, 무효화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거나 없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취소소송의 예외적, 보충적 방안으로 예방적 금지

소송을 도입하여 남소를 방지하되 자연환경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

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그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자

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둘러싼 환경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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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하여 그 처분에 대해 다툼으로써 환경갈등의 심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법은 국민의 요구와 국제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법상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법인 행정소송법은 

이러한 환경법의 변화에 맞추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이 실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호하고 그 기능을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행정소송법의 개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환경행정소송이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 

확대범위에 환경권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포함되고 향후에는 ‘환경단체’가 원고적

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의무이행소송’에서 제3자의 의무이행소송이 

가능하도록 ‘신청권’이나 소송요건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안에서 제외되어 있는 ‘예방적 금지소송’이 포함되어 사전적 권리구제가 가능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자  2018.01.17.  심사일자  2018.02.08.  게재확정일자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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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ention and Remedies for Natural Environmental Damage and A Draf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Yun, So-Ra*
72)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Korea aims to protect individual’s legal interest, 

which results in restricting the ways to remedy diverse forms of environmental 

damage, especially regarding natural environmental damage. Meanwhil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d been discussed, and eventually ‘a draf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as preannounced. However, without clear reasons it 

has not proceeded to be amended.

In the situation where substantive administrative law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laws have been rapidly developed, in order to safeguard the legal 

interest under the administrative laws and to play a role as effective remedies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is inevitable to ame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it should be implemented promptl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limitations of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regarding remedies of 

natural environmental damage via a case of Seoraksan cable car installation, and 

reviews the provisions of standing to sue, mandatory injunction, and preventive 

injunction among ‘the draf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ith respect to the 

prevention and remedies of natural environmental damage.

When it comes to standing, it extends the scope to be possible for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based on ‘the Environ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al law, and it can allow discussion on whether environmental 

protection groups have standing in the future. As for mandatory injunction, it will 

allow judicial judgement on environmental obligations of administrations, and the 

3rd parties’ mandatory injunction will make it possible to require the 

administrations to seek preliminary measures to protect natural environment. La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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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preventive injunction, suggested reasons for the introduction of it 

overwhelms opposite opinions. Not only that, a role of preventive injunction to 

resolve environmental conflicts regarding national projects and prevent natural 

environmental damage should be considered as another important reason for the 

introduction.

Key words : Natural Environmental Damage, Draf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tanding to sue, Mandatory Injunction, 
Preventive Injun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