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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오늘날 환경오염문제는 산업의 발달과 비례하여 점점 그 심각성이 커지

고 있다. 환경오염은 대기, 물, 토양, 소음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한편 그 
피해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현재 생활에 유용
하고 편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 이용이 거의 당연시되어 왔던 것 중의 하나가 
원자력발전소이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하여 후쿠시마 원전이 붕괴되는 초대형 사고가 일어나, 원전에 대한 불
안감을 높이고 있다. 방사능 유출은 피해 지역뿐만 아니라 매우 넓은 범
위까지 그 피해가 확산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피해의 수습과 함께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원전에 대하여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거 일본에서 원
전과 관련하여 제기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여러 소송들이 다시금 주목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원전과 관련하여 원자로 설치허가취소 및 건설금지·

가동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거의 대부분이 원
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왔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소송
들이 갖는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니다. 일본의 원전 관련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하여 검토함으로
써 앞으로 원전 관련 소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원전 관련 소송의 형태를 원자로 설치허가취소 소송, 원자
로 건설금지 소송, 원자로 가동중지 소송, 핵연료 사용금지 소송, 주민건
강피해 소송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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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원자로 설치허가취소 소송
1. 이카타원전 1호기 소송( 1))

일본에서 원전과 관련된 소송이 처음으로 1973년 8월로, 아이치현(

) 니시우와군( ) 이카타쵸( )에서였다. 이카타발전소 1호기 
주변에 사는 주민 35명이 마츠야마( )지방재판소에 원자로설치허가취소
를 구하였는데, 후에 제기된 2호기 소송과 구별하여 이를 이카타원전 1호
기 소송이라고 부른다.

이카타원전 1호기 소송은 1978년 4월 25일 마츠야마지방재판소에서 청
구가 기각되었고, 1984년 12월 14일 항소심인 다카마츠( )고등재판소에
서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1992년 10월 29일 상고심인 최고재판소에서도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 주민측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원자로 설치허가취소
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원자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원고적격 및 원고지에서의 재판개최가 인정되어 이후 각지에서 비슷한 원
전 소송이 제기되게 되었다.

이카타원전 1호기 소송에서는 설치허가시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
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ʻ원자로 등 규제법ʼ이라고 약칭)에 근거하여 행
해진 국가의 안전심사가 충분하였는지 여부, 평상가동시에서의 방사성물질
배출의 위험성, 고체폐기물이나 사용한 연료의 처분방법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고적격
원자로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자로 설치허가의 취소를 청구

할 수 있는가, 즉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판소는 이 원
자로 시설 주변의 주민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다 고 하
1) , ʻʻ｢ ｣の と ʼʼ, ｢ と ｣ 42 9 (1991.9),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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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고 적격을 인정하였다.

(2) 안전심사의 대상에 대한 판단
원자로 설치허가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원자로 시설의 기본설계의 

안전성만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고체폐기물의 최종처분방법, 사
용한 연료의 재처리 등도 안전심사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이
에 대하여 재판소는 원자로 시설의 기본설계의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만
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고 하여, 그 대상의 범위
를 제한하였다.

(3) 원자로 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판단
먼저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에 관하여는 원자로 건설허가처분의 취소소

송에 있어서의 재판소 심리·판단은 원자력위원회 또는 원자로안전전문심사
회의 전문기술적인 조사심의 및 판단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피고 행정청의 
판단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아닌지 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행해져야 
한다 고 하였다. 즉 재판소가 직접 원자로의 구체적인 안전성 여부에 대
하여 판단하지 않고, 원자로 설치허가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청의 판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과학기술수준에 비추어 위 조사심의에 
있어서 이용된 구체적 심사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거나 혹은 위 원자로 
건설이 위의 구체적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한 원자력위원회 또는 원자로
안전전문심사회의 조사심의 및 판단의 과정에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결락
이 있고, 피고 행정청의 판단이 이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원자로 건설허가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하여, 행정청의 원
자로 설치허가처분에 대한 전문기술적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는, 처분이 취소될 여지가 사실상 소멸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2). 즉 원자로의 안정성은 주변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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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관련된 것
인데, 이를 원자력위원회 등의 전문기술자나 이와 같은 기관의 판단을 추인
하는 능력밖에 없는 행정청에 맡기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4) 입증책임
재판소는 원자로 건설의 안정성에 관한 피고 행정청의 판단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주장 및 입증책임을 누가 지는가에 대하여, 본래 원고가 부
담해야 하는 것 이지만, 피고 행정청측에서 먼저 원자력위원회 또는 원자
로안전전문심사회의 조사심의에 있어서 이용된 구체적 심사기준 및 조사
심의 및 판단의 과정 등 피고 행정청의 판단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는 것
을 상당한 근거·자료에 입각하여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고, 피고 행정청이 
위 주장·입증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 행정청이 행한 위 판단에 불
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 사실상 추인된다 고 판단함으로써,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였다. 

2. 도카이 제2원전 소송( 3))
도카이 제2원전 소송은 이카타원전 소송에 이은 두 번째 원전 관련 소송

으로, 이카타 원전 소송보다 두 달 가량 늦은 1973년 10월에 제기되었다.

도카이 제2원전 주변 주민 17명이 원자로 설치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에 대하여, 1985년 6월 25일 미토( )지방재판소는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2001년 7월 4일 도쿄고등재판소는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04년 11월 2일 최고재판소는 원고측의 패소를 결정하였다.

도카이 제2원전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된 사항들은 주민측의 원고적격
성 여부 및 설치허가처분이 사법이 판단할 문제인지의 여부, 안전심사의 
범위가 원자로 본체의 기본설계에 그치는지 아니면 주위의 시설도 포함하

2) , ʻʻ 1 ʼʼ, ｢ と ｣, No.549(2011.6), pp.18∼20.
3) , ʻʻ ʼʼ, ｢ ｣, 50 7 (1978.7),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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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 등이었다. 도카이 제2원전 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1심 
판결이 있고 나서 얼마 후인 1986년 4월에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서 원
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막연한 추측이 아니
라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사고의 발생은 항소심의 변론에도 영향
을 미쳤다. 그리하여 항소심에서는 당초의 방침을 변경하여, 도카이 제2원
전에서도 체르노빌에서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고론
을 기둥으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다4).

이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고적격
원자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자로 시설의 설치허가처분의 취소

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카타 원전 1호기 소송과 같지만, 도카
이 제2원전 소송에서는 주변 주민의 범위가 좀 더 구체화되었다. 즉 재판
소는 이 원자로 시설로부터 약2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은 원자로 설
치허가시에 행해지는 안전심사에 과오·결락이 있는 경우 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등에 의한 재해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받을 것
이라고 상정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 라고 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였
으나, 후에 100여km의 원격지로 이사한 자 는 동 원자로 시설에서의 사
고 등이 초래하는 재해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받을 것이 
상정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 고 하여 그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2) 안전심사의 대상에 대한 판단
원자로 안전심사의 대상에 대해서는 이카타 원전 1호기 소송에서의 판

단과 마찬가지로 원자로의 설치에 직접 관계가 있고 원자로 시설에 특유
한 사항으로서, 원자로 시설의 기본설계에 관련한 안전성에 관한 사항에 
4) , ʻʻ ʼʼ, ｢ と ｣, No.549(2011.6), pp.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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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다 고 판단하였다.

(3) 원자로 설치변경허가처분에 대한 판단
도카이 제2원전 소송에서는 소송계속중 이 원자로에 대하여 설치변경허

가처분이 이루어져 실제로 동 원자로의 시설 및 설비가 변경되었기 때문
에, 설치변경이 이루어진 원자로에 대하여서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소는 원자로 시설에서는 시설 
및 설비의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고 있어 시설 및 설비가 변
경된 이상 변경 후의 시설 및 설비를 제외하고 그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변경허가처분에 의하여 변경을 허가받은 
후의 내용이 그대로 위 원자로에 관련한 원자로 설치허가처분의 처분내용
이 된다 고 하여, 이 소송에서 원자로 설치변경허가처분에 관련한 실체적 
위법사유의 유무를 심리 및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원자로 설치허가처분의 취소이유에 대한 판단
도카이 제2원전 소송 판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원고 주민측이 원

자로 설치허가처분의 취소이유로서 원자로 등 규제법의 허가요건의 모든 
항목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다른 판결에서는 주민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재해 방지상 지장이 없을 것과 기술적 능력에 한한다고 
하였었다. 이에 반하여 도카이 제2원전에서는 원자로 시설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 제24조 1항 각호
가 정하는 각 요건의 존부는 모두 위 취소청구의 소송에 있어서의 심리·

판단의 대상에 포함된다 고 함으로써, 주민측이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요
건의 폭을 넓혔다.

(5) 원자로 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판단
재판소는 여러 쟁점들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로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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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원자로에서 사용한 연료에서 추출한 플
루토늄이 평화목적 이외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고 하는 것만으
로 원자로 설치허가처분이 원자로 등 규제법 제24조 1항 1호에 반한다고
는 할 수 없고, 사용한 연료의 재처리 또는 고체폐기물의 처분방법 이 
동항 2호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동 처분은 동항 3호의 경리적 기
초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요건과의 관계 에서 위법하다고 해야 할 사유
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동 처분에 있어서의 동항 4호의 요건 적합
성의 심사 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주민들의 청구
를 기각하였다.

3.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 소송( 2 1 の り し 5))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 소송은 후쿠시마 제2원전의 설치허가에 대하여 

지역 주민 401명이 그 취소를 구한 소송이다. 1984년 7월 23일에 후쿠시
마지방재판소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1990년 3월 20일 센다이고등재판소
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1992년 10월 29일 최고재판소에서 상고를 기
각함으로써 원고 주민측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
다. 1심 진행중인 1979년 3월에는 미국의 스리마일섬에서 원전사고가 발
생하였고, 2심 진행중인 1986년 4월에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초대형 원전사고를 배경으로 원고측에서
는 다음의 네 가지 점을 강조하였다6). 첫째, 사고는 맹점에서 발생하는 것
으로 사고원인의 상당수가 사고가 일어남으로써 비로소 인식된다는 점이
다. 둘째,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냉각재상실사고는 높은 확률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후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재해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점이다. 넷째, 원전
5) , ʻʻ ʼʼ, ｢ ｣, 50 7 (1978.7), pp.82∼84.
6) , ʻʻ ʼʼ, ｢ と ｣, No.549(2011.6),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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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성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고측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1) 원고적격
먼저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원자로 등 규제법이 일반적인 공익뿐만 아

니라 원자로 시설 주변 주민의 생명, 신체 등의 개인적 이익도 보호목적
으로 하고 있다 고 하여, 원자로 시설 주변의 주민은 원자로 시설의 설치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 원자로 시설
로부터 약60km 거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변 주민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원고적격을 갖는다 고 하여 도카이 제2원전 소송 판결에서보다 넓은 
범위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었다.

(2) 안전심사의 대상에 대한 판단
원자로 설치 허가 단계의 안정심사에 있어서는 원자로 시설의 기본설

계의 안정성에 관련된 사항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자로 설치허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원자로 시설의 설치허가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원자로 등 규제법에 

근거하여 설치허가처분을 한 총리의 판단은 전문기술적 재량판단 이라고 
하면서,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의 기준을 구체적 개별사유로 한정한 법률
요건으로써 정립하고 원자력발전의 토털 시스템에 대한 안전심사를 거쳐 
주변 주민이 참가하는 여러 절차를 이행한 후에 설치허가처분을 행하는 
방식 으로 하는가 아니면 법률에는 추상적 범위를 정하는 것에 그치고 
구체적인 안전판단을 행정청의 전문기술적 재량에 맡기고 단계별·분야별 
규제의 방식에 따라 순차적이고 개별적으로 오로지 과학기술적 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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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심사하여 설치허가처분을 행하는 방식 으로 하는가는 입법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 이라고 하여, 위 총리의 설치허가처분에 절차상의 위
법은 없으며,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카시와자키·카리와원전 소송( 7))
1979년 카시와자키( )·카리와( )원전 1호기를 둘러싸고, 주변 주민

들이 국가를 상대로 원자로 설치허가취소를 구하였다. 1994년 3월 24일 니
가타지방재판소는 지각변동에 의하여 지지기반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한 안전심사에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결락은 없다 고 판단하여 소를 
기각하였다. 2005년 11월 22일 항소심인 도쿄고등재판소에서는 1심 판결을 
답습하여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09년 4월 23일 최고재판소에서 
상고수리이유를 불수리로 하는 결정을 하여, 주민측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카시와자키·카리와원전 소송에서는 원전의 안전성이나 원자로의 입지지
반에 있어서의 단층 등을 중심으로 다투어졌는데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고적격
먼저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원전 관련 소송에서와 마찬가지

로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성에 관련된 원자로 설치허가요건
에 대하여 단순히 공중의 생명, 신체의 안전 등을 일반적 법익으로서 보
호하려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자로 사고가 초래하는 재해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받을 것이 상정되는 범위의 주민의 생명, 신체
의 안전 등을 개별적 이익으로서도 보호하는 취지를 포함한다 고 해석하
여 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7) , ̒ ʻ · ʼʼ, ｢ セミナー｣, No.661(2010.1), pp.38
∼41.

8) , ʻʻ ʼʼ, ｢ と ｣, No.549(2011.6),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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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 설치변경허가처분에 대한 판단
원자로의 설치허가처분 후에 원자로 시설의 변경 등의 각 변경허가처분

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들 변경허가처분은 위 설치허가처분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 이므로, 이들 변경허가처분의 위법사유는 원자로 설치허
가처분의 취소소송의 심리·판단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고 하여 도카이 
제2원전과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3) 원자로 설치허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원자로 설치허가처분이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위 처분에는 절차규정의 

불비, 불명확이나 안전심사에 관련된 기술적 기준의 불합리, 불명확이라고 
하는 절차적인 위법성은 없다 고 하면서,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능력에 관련된 부분 소정의 요건 적합성 판단에 대하여 위 사업
자에게 기술적 능력을 인정한 판단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고 하였다. 

또한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의 의의와 그 안전심사의 형태, 평상가동시에 
있어서의 피폭저감대책, 사고방지대책, 지질, 지반 및 지진에 관계된 안전
대책, 공중과의 격리에 관련된 안전대책이라고 하는 각 항목에 대하여, 

현재의 과학기술수준에 비추어 위 원자로 시설이 요건에 적합하다고 한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로전문심사회의 조사심의 및 판단의 과정에 간과하
기 어려운 과오·결락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5. 몬쥬 소송(もんじゅ 9))
1980년 12월 10일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이 후쿠이현( ) 츠루가

시( )에 나트륨 냉각 고속중성자형 증식로인 몬쥬의 설치허가신청을 
하였고, 1983년 5월 27일 총리에 의한 원자로 설치허가처분이 이루어졌다. 

9) , ʻʻ｢もんじゅ｣ ʼʼ, ｢ と ｣, No.549(2011.6),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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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쥬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혼합산화물(MOX)을 투입하면 투입량보다 많
은 플루토늄을 배출해낼 수 있어, 한때 꿈의 원자로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물 대신 냉각재로 사용하는 나트륨을 완벽하게 취급할 수 있는 기
술이 부족하여 다른 원자로보다 위험부담이 크다. 이러한 몬쥬의 안전성을 
염려하여 주변 주민 32명이 1985년 9월 26일 후쿠이지방재판소에 국가를 
상대로 총리가 행한 원자로 증설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동
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을 상대로 원자로의 건설금지·가동중지를 구하는 소
를 병합제기하였다.

(1) 원자로 설치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단10)

원자로 설치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자로의 설치허가처분에 
대하여 주변 주민이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고적
격)와 인격권에 입각하여 원자로의 건설금지나 가동중지를 구하는 민사소
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원자로 설치허가처분에 대한 효
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1987년 12월 25일 후쿠이지방재판소는 위 소송의 원고들
에게는 위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여 위 사업단에 대하여 원자로 시설의 
건설금지 또는 가동중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하면서 
민사소송이야말로 분쟁의 발본적 해결을 위하여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

이므로, 위 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고 하여, 

원고 전원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1989년 7월 19일 항소심인 나고야고등재판소 가나자와지부는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 구체적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만일에 상정되는 
최대급의 사고에 의하여 직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원자로에서 반경 20km

의 범위 내에 주거를 갖는 자이고, 아직 시간적으로 피난 가능성이 있는 
이 범위 외의 자는 동법의 구체적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주변 주민에는 해
10) , ʻʻ と の ʼʼ, ｢ジュリスト｣, No.905(1988.4), p.6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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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 않는다 고 하여, 일정 범위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원고적격
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쌍방이 상고하였다.

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1992년 9월 22일 최고재판소의 판단
은 다음과 같다.

행정사건소송법 제36조는 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는 위 처분에 계속된 
처분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 기타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자 로 위 처분의 효력 유무를 전제로 
하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위 처분의 효력 유무를 전제로 하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란 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당사자소
송 또는 민사소송으로는 그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는 물론, 위 처분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쟁송형태로서 위 처분 
유무를 전제로 하는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위 처분의 무
효확인을 구하는 소 쪽이 보다 직접적이고 적절한 쟁송형태라고 보아야 
할 경우 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건에서 주민측이 인격권 등에 기하여 본건 원자로의 건설금지 
내지 가동중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민사소송은 행정
사건소송법 제36조에서 말하는 위 처분의 효력 유무를 전제로 하는 현재
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이라고 볼 수
는 없으며, 본건 무효확인소송과 비교하여 본건 설치허가처분에 기인하는 
본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쟁송형태로서 보다 직접적이고 적절한 것이라
고 할 수 없으므로, 주민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실제로 제기하
였다는 사실이 본건 무효확인소송이 동조 소정의 위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근거로는 될 수 없다 고 함으로써, 행정소송으로서 처분의 무효확인의 소
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을 보면, 원자로 등 규제법은 원자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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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주변에 거주하고 위 사고 등이 초래하는 재해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
고 중대한 피해를 받는다고 상정되는 범위에 있는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
전 등을 개개인의 개별적 이익으로서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포함한다
고 하여 원자로에서 약 29km 내지 58km 범위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
는 주민 에게 원자로 설치허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
였다.

이 판결은 원고적격론에서 원고적격을 유연하게 인정하는 경향을 명확
하게 보인 대표적인 판례이자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행정사건소송법 제36조
의 위 처분 혹은 판결의 존부 또는 그 효력의 유무를 전제로 하는 현재
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라고 하는 
요건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해석하여 무효확인소송을 널리 인정한 판례로
서 평가된다11).

(2) 원자로 건설금지·가동중지 소송에 대한 판단12)

몬쥬 건설금지·가동중지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은 몬쥬 설치허가처분의 
심사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였다. 특히 2차 냉각재 누수사고 에 관련
된 안전심사,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손 사고 에 관련된 안전심사, 

1차 냉각재 유량 감소시 반응도 억제기능상실 사고 에 관련된 안전심사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었다.

2000년 3월 22일 후쿠이지방재판소는 개인의 생명·신체가 극히 중대한 
보호법익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개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갖는 권리라고 하여야 
하며, 생명·신체를 위법하게 침해당하거나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자
는 인격권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행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11) , ʻʻ における の ʼʼ, ｢ジュリスト｣, No.1251 
(2003.9), p.82.

12) , ʻʻ ｢もんじゅ｣の に ガあるとはいえないと
された ʼʼ, ｢ ｣, 1934 ［ 571 ］(2006.9), pp.18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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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고 또 장래 발생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것에 대하여, 환경권에 대해서는 그
러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실체법상의 근거는 없고 또 환
경은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향수하는 성격의 것이므로, 그러한 것에 대
하여 개개인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듯한 사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으며, 그 권리의 내용 및 이것이 인정되기 위
한 요건도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고 하며 환경권이 실체법상 독립한 
권리로서 금지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건설 중의 
원자로 시설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한 동 시설의 건설금지 및 가동중
지 청구에 대하여, 동 시설의 평상가동시에 환경에 방출되는 방사성 물
질에 의한 동인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
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시설이 건설·가동되면 그것의 평상가동시에 있어
서 동인들의 생명, 신체가 침해되는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또 위 시설 설계에서의 입지조건, 사고방지 및 공중과의 격리에 관
련한 각 안전확보대책 및 위 시설 가동단계에서의 안전확보대책은 모두 
위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원자
로 설치허가처분에 대하여 위법한 점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3년 1월 27일 나고야고등재판소 가나자와지부는 원자
로 설치허가처분은 무효인 것을 확인한다 고 하여, 원자로 설치허가처분이 
다투어진 여러 행정소송 중 피고 행정청측을 패소케 한 첫 판결을 내렸
다13). 그때까지 일본 전국에서 제기된 16건의 소송에서 지방재판소 판결
부터 최고재판소 판결까지 21번의 패소를 계속하여 왔다14)는 점에서, 획
기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5월 30일 최고재판소는 2차 냉각재 누수사고에 관련된 
안전심사에 관하여, 고속증식로 설치허가의 신청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13) , ʻʻ｢もんじゅ｣ ʼʼ, ｢ セミナー｣, No.584(2003.8), p.8.
14) の , ʻʻもんじゅ に ʼʼ, ｢ジュリスト｣, No.1241(2003.3),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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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원자로안전전문심사회에 의한 안전심사에서 2차 냉각재인 나트륨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누수 나트륨과 콘크리트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바닥면에 강철 라이너(steel liner)를 설치한다고 하는 설계방침
이 위 원자로 시설의 기본설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점, 바닥 라이너의 융해염형 부식이라고 하는 식견에 입각하여도 바닥 라이
너의 부식대책을 행하는 것에 의하여 위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
고, 바닥 라이너의 부식에 대해서는 후속 설계 및 공사 방법의 인가 이후의 
단계에서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비현실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누
수 나트륨에 의한 바닥 라이너의 열팽창에 대해서는 바닥 라이너의 판 두
께, 형상, 벽과의 간격 등에 신경쓰는 것에 의하여 판시 사정 하에서는 위 
설계방칙만이 위 허가의 단계에서의 안전심사의 대상으로 되어야 할 원자
로 시설의 기본설계의 안전성에 관련한 사항에 해당한다 고 하는 행정청의 
판단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하면서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의 위 사
고에 관련한 안전심사의 조사심의 및 판단과정에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결
락이 있다고는 할 수 없어, 이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고속증식로의 설치허가
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이어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손 사고에 관련된 안전심사에 관하여, 고
속증식로 설치허가의 신청자가 행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손 사고에 관련
한 안전평가를 위한 해석조건이 전열관 파손전파의 로서 소모(westage)

형 파손(전열관으로부터 누수된 물 또는 증기 나트륨과의 반응에 의하여 발
생한 수산화나트륨의 분출류에 의한 소모작용과 그 화학적 부식작용과의 
상승효과에 의하여 인접 전열관이 파손되는 것)이 지배적이라고 하는 생각
을 기초로 설정된 것 이라는 점, 위 원자로 시설에 대해서는 전열관으로부
터의 누수를 검지하여 전열관내의 물 또는 증기를 급속하게 빼는 등 고온파
열(rupture)형 파손(전열관으로부터 누수된 물 또는 증기와 나트륨과의 반응
에 의하여 발생하는 고온 반응열 때문에 강도가 저하된 인접 전열관이 내부
압력에 의하여 파손되는 것)의 발생 억지 효과를 상당정도 기대할 수 있는 
설계로 되어 있어, 현재의 과학기술수준에 비추어 보아도 위 해석조건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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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 않다고는 하기 어렵다 는 점 등 판시의 사정 하에서는, 위 해석조건
을 전제로 위 사고를 상정하여 이루어진 해석의 내용 및 결과가 원자력안전
위원에서의 구체적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한 동 위원회 등에서의 위 사고
에 관련한 안전심사의 조사심의 및 판단과정에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결락
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고속증식로의 설치허가
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1차 냉각재 유량 감소시 반응도 억제기능상실 사고 에 관련된 안전
심사에 대하여서도, 고속증식로 설치허가의 신청자가 1차 냉각재 유량 
감소시 반응도 억제기능상실 사고(외부전원상실에 의하여 1차 냉각재 나
트륨의 유량이 감소하여 원자로의 자동정지가 필요하게 되는 시점에
서 제어봉 삽입의 실패가 동시에 겹치는 것을 가정한 사고로, 로심붕괴
(meltdown)를 초래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고)에 있어서의 기인
과정에서의 로심 손상후의 로심 팽창에 의한 최대 유효 처리량을 약 
380mj(mega joule)로 한 점, 동 신청자가 해외의 평가례, 관련한 실
험연구 등을 조사하여 미국 국립연구소가 개발한 해석 코드에 의하여 보
안적 조건 설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천이 과정의 재임계의 경우라도, 그 
기계적 에너지가 380mj를 넘지 않는 것을 확인 한 점, 이 수치에 입각하
여 구조물의 내충격평가에 있어서는 과정에서의 최대 유효 처리량
으로서 500mj가 고려되는데, 이 압령 하중에 의하여 나트륨이 누수되지 
않는 듯한 파손은 원자로 용기 등에 발생하지 않는다 고 해석되며, 원자
력안전위원회는 이 해석 평가에 대하여 사고의 선정, 해석에 사용된 조
건 및 방법이 타당 한 것이고, 해석결과가 동 위원회에서의 구체적 심사
기준에 적합하고 타당 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동 심사기준은 위 사고의 
안전평가의 목적을 기술적 관점으로부터는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
지 않는 사고를 굳이 상정하여 사고방지대책에 관련한 기본설계에 안전지
정치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확인하는 것 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 판시의 사정 하에서는, 동 위원회 등에 있어서의 위 사고에 관련한 
안전심사의 조사심의 및 판단과정에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 결락 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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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는 할 수 없고, 이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고속증식로의 설치허가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몬쥬 소송도 원고 주민측의 패소로 끝나고 말았다.

Ⅲ. 원자로 건설금지 소송
1. 시가원전 1호기 소송( 15))
시가원전 1호기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처음으로 설치허가가 이루어

진 원전이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의 주민들이 원고
가 되었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가원전 1호기 소송에서는 원
자로의 필요성, 사고방지대책, 피폭저감대책, 지질·지반, 폐기물처리의 위험
성, 사용한 연료 저장의 위험성, 방재대책, 물질관리 등이 주요한 쟁점으
로 다루어졌다.

1988년 12월 1일(1차) 및 1989년 7월 14일(2차) 가나자와( )지방재
판소에 시가원전 1호기( )의 건설금지를 구하는 소가 제기
(1989년 10월 심리 병합)된 것에 대하여, 1994년 8월 25일 가나자와지방
재판소는 이 청구를 기각하였다.

1998년 9월 9일 나고야고등재판소 가나자와지부에서도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의하여 원고들의 생명, 신체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위
험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만 원자
력발전소가 그 의미에 있어서 인류의 ʻ부담스러운 유산ʼ의 부분을 갖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며, 금후 원자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하는가 폐지하여
야 하는가는 지구자원·환경문제를 포함한 장기적·종합적인 전망에 서서 에
너지 정책 속에서 다량의 전기소비에 익숙해진 생활수준의 재검토도 포함
하여 적절한 정보 공개 하에 인류가 선택해야 할 사항이다 는 이례적인 

15) , ʻʻ ʼʼ, ｢ と ｣, No.549(2011.6),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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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을 하였다.

2000년 12월 9일 최고재판소에서 원고의 주장은 사실오인이나 단순한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써,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고 함으로써, 원고 주민측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주민측의 패소로 끝나기는 하였으나, 판결문에 원전이 인류의 부담스러
운 유산이라고 하는 이례적인 언급을 한 것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영
향으로 원전사고의 위험성과 핵폐기물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시가원전 2호기 소송( 2 16))
1999년 8월 지역 주민 등 17개 도부현의 135명(현재는 16개 도부현의 

128명)이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샐 위험성이 높은 원전의 건설은 인격권이
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호쿠리쿠전력을 상대로 건설금지(후에 가동
중지로 변경)를 구하였다.

시가원전 2호기 소송의 주요 쟁점은 국가의 내진지침에 대한 견해, 진
원을 특정할 수 없는 지진, 호쿠리쿠전력에 의한 주변 활단층의 평가, 카
시와자키 카리와 원전에서 발생한 지진파의 증폭 등이었다.

2006년 3월 24일 가나자와지방재판소는 전기사업자인 피고가 설치한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가 가동될 경우, 원고들의 생명·신체·건강이 침해될 
구체적 위험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시가원자력발전소 2호 원자로를 가동해
서는 아니된다 고 판단함으로써, 민사소송으로는 처음으로 원고 주민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9년 3월 28일 나고야고등재판소 가나자와지부에서 1심 판결
을 뒤집어 시가 원자력발전소 2호 원자로의 가동중지청구를 기각한다 는 
판결을 내렸고, 2010년 10월 22일 최고재판소도 상고를 기각하여 상고심

16) , ̒ ʻ 2 ʼʼ, ｢ セミナー｣, No.619(2006.7),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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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수리하지 않는다 고 하여, 원고 주민측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3. 오오마원전 소송( 17))
1982년 8월 원자력위원회는 전원개발을 실시주체로 하는 신형 전환로 

실증로 계획을 결정하였고, 1984년 12월 오오마쵸 회의는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결의하였고, 1995년 7월 전기사업연합회는 경제성에 전망이 보이
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형 전환로 실증로계획 재검토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0년 7월 아오모리현 오오마쵸와 홋카이도 하코다테시의 시민 
그룹 168명이 하코다테지방재판소에 국가와 사업주인 전원개발을 상대로, 

설치허가취소와 건설금지 및 총액 510만 엔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오오마 원전은 반대운동의 영향으로, 1984년 유치 결의로부터 2008년 5
월에 이르기까지 착공조차 행해지지 않았고, 원전의 원자로 설치허가신청
이 변경된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다.

Ⅳ. 원자로 가동중지 소송
1. 도마리원전 소송( 18))
1988년 8월 31일 988명의 주민들이 인격권·환경권에 근거하여, 도마리원

전의 가동중지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홋카이도전력( )은 
인격권·환경권은 실정법이 아니다. 청구적격이 결여되므로 부적법하다 고 

주장하였다.

도마라원전 소송에서는 도마리원전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인격권·환경권

17) , ̒ ʻ ʼʼ, ｢ と ｣, No.549(2011.6), pp.60∼62.
18) , ʻʻ ʼʼ, ｢ と ｣, No.549(2011.6), pp.3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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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여 원전의 가동중지여부에 대하여 다투어졌다.

1999년 2월 22일 삿포로지방재판소는 개인의 생명·신체라고 하는 중대
한 보호법익이 현재 침해되거나 또는 장래 침해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침해를 배제하거나 또는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격권에 근거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고 하면서, 추상적
인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원자력은 금지하자고 하는 선택지가 있어
도 좋다. 지혜를 모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고 이례적인 언급을 하였
으나, 원전의 일상적인 가동에 의하여 원고의 생명, 신체에 침해를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사고가 발생할 구체적인 위
험이 있는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고 하여 결국 청구는 기각하였다.

도마리원전 소송은 988명의 원고에 의한 대형본인소송으로, 인격권·환경
권에 기한 청구라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또한 소송 자체는 패소로 끝났
지만, 2000년 홋카이도의회에서 이른바 탈원전 조례 를 제정하여, 원자
력은 과도적 에너지 라고 하며 탈원전의 시점에 서서 도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신 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한다 고 명기하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2. 하마오카원전 소송( 19))
2002년 4월 시민단체 ʻ하마오카원전을 멈추자 재판의 회ʼ의 1846명이 시

즈오카현 하마오카원전 가동중지의 가정지신청을 하였다. 2003년 7월 본
격적인 심리를 구한 시민단체 ʻ하마오카 원전을 멈추게 합니다 본소의 회ʼ
의 27명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마오카원전 소송에서의 쟁점은 상정 도카이 지진의 규모, 원자력 시
설의 내진안정성, 열화에 따른 강도 저하 등이었다.

2007년 10월 26일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M 8.5의 설계용 한계 지진 
등 기준지 진동의 책정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상정되어 있다. 중앙방재회의

19) , ʻʻ ʼʼ, ｢ と ｣, No.549(2011.6), pp.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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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델은 충분한 과학적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고 판단하였으며, 또 피
고 책정의 기준지 진동은 타당하며, 설계상의 안전 여유는 충분히 확보되
어 있다 고 하여 안정성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2011년 5월 6
일 총리가 하마오카원전의 정지요청을 하여 2011년 5월 15일 모든 원자로
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3. 시마네원전 소송( 20))
시마네원전 소송에서는 가동 개시후 인근에서 활단층이 발견된 츄고쿠

전력 시마네원전 1·2호기(마츠에시)의 내진성에 대하여 다투어졌다.

2010년 5월 31일 마츠에( )지방재판소는 시마네원전 1·2호기의 가동
중지 청구에 대하여 츄고쿠전력은 최신의 과학적, 전문적 식견을 반영한 
국가의 내진지침에 입각하여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고, 내진안전성의 평가
에 문제는 없어, 원전이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어 주민에게 위험이 있다고
는 할 수 없다 고 하여, 기각판결을 내렸다. 현재 히로시마고등재판소 마
츠에지부에 항소중이다.

Ⅴ. 핵연료 관련 소송
1. 록카쇼마을 핵연료 사이클 소송( ヶ サイクル 21))
일본원연주식회사가 아오모리현( ) 록카쇼 마을( ヶ )에서 행

하고 있는 핵연료 사이클 사업에 대하여 반대운동이 전개되어, ʻ핵연 사이
클 저지 1만인 소송단ʼ이 조직되어, 록카쇼 재처리공장을 포함하는 4개 사

20) , ̒ ʻ ʼʼ, ｢ と ｣, No.549(2011.6), pp.52∼54.
21) , ʻʻ ヶ サイクル ʼʼ, ｢ と ｣, No.549(2011.6),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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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인허가 취소를 구하였다.

록카쇼마을 핵연료 사이클 소송에서는 원료방사성 물질에 의한 지하수 
오염과 설지의 내진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서 다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
일본원연산업주식회사가 저레벨 방사성 폐기물 저장 센터를 건설하기 

위하여 폐기물매설사업의 허가시청을 한 것에 대하여, 원자로 등 규제법의 
규정은 단순히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환경상의 이익을 일반적 공익으
로서 보호하려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폐기물매설시설 주변에 거주하고 
핵연료 물질 등의 누출사고 등이 초래하는 재해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중
대한 피해를 받을 것이 상정되는 범위의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개개인의 개별적 이익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받

을 것이 상정되는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업허가신청에 관련한 
폐기물매설시설의 구조·규모 등 당해 폐기물매설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여
러 조건을 고려하여, 그 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당해 폐기물매설시설의 위
치와의 거리관계를 중심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이러한 사업허가신청에 관련한 폐기물매설시설의 입지장
소와의 거리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형이나 지세를 고려하면서 사회통념
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위 폐기물매설시설의 사고 등이 초래하
는 재해에 의하여 생명·신체 등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받을 것이 
상정되는 범위의 주민은, 위 폐기물매설시설로부터 최원격지에서도 약
20km 이내의 행정구획인 아오모리현 상북부 록카쇼 마을 내에 거주하는 
자 라고 하여, 동 마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만이 위 사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사건소송법 제9조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자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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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매설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판단
일본원연산업주식회사가 저레벨 방사성폐기물 저장 센터를 건설하기 위

하여 폐기물매설사업의 허가신청에 대한 총리의 사업허가처분 취소를 청
구한 것에 대하여, 폐기물매설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판단의 적부가 다투
어진 폐기물매설사업허가처분의 취소 소송에서의 재판소의 심리·판단은 현
재의 과학기술수준에 비추어 보아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핵연료안전전문
조사회의 조사심의에 있어서 사용된 구체적 심사기준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여부 또는 당해 폐기물매설시설이 위 판구체적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조사심의 및 판단과정에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결락이 있는지 여부라고 하는 관점에서 행해져야 한다 고 한 
후에, 가령 위 구체적 심사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또는 위 구체적 심사기
준에 적합하다고 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조사심의 및 판단과정에 간과
하기 어려운 과오·결락이 있어 주무대신의 판단이 이들에 의거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판단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위 판단에 근거하여 폐기물매설사업허가처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고 하면서, 사업허가신청에 대하여 행해진 안전심사에 관련한 구체적 
심사기준의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위 사업허가신청을 받아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대한 적합성에 관하여 한 조사심의 및 판단
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당해 구체적 심사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시설이 위 구체적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한 조사심의 
및 판단과정에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결락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업허가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원고 주민측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009년 7월 항소심에서 피고의 데이터 은폐가 인정되었으나, 항소 그 
자체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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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겐카이원전 플서멀(plutonium thermal use) 소송( プルサーマル 22))
2006년 3월 26일 사가현지사가 겐카이에서 핵연료 리사이클 계획의 중

심사업인 플서멀(원자력 발전에 사용한 후 추출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혼합물을 기존의 경수로에 다시 투입하는 방식) 발전을 수용할 것을 발표
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9년 12월 시민단체 ʻ겐카이원전 플서멀 재판의 회
ʼ가 조직되어 2010년 8월 9일 사가( )지방재판소에 겐카이원전 3호기의 
가동중지를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중이다.

겐카이원전 플서멀 소송은 원전관련 소송 중에서도 핵연료의 재활용의 
위험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Ⅵ. 주민건강피해 소송
1. JCO 임계사고 주민건강피해 소송(JCO )
1999년 9월 30일 이바라키현( ) 나카군( ) 도카이( )에 

소재하는 핵연료가공시설 주식회사 JCO가 일으킨 원자력사고(임계사고)로 
인하여,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고 피폭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23).

JCO 임계사고 주민건강피해 소송은 임계사고 후 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부터 직선거리 약130m 거리에 있었던 부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내지 
우울증, 자살미수 등으로 입원한 것에 대하여, 피폭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
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주민건강피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22) , ʻʻ 3 ʼʼ, ｢ と ｣, No.549(2011.6), 
pp.63∼65.

23) 일본 원자력 사상 처음으로 형사책임이 추궁되어, 법인으로서 JCO와 소장을 원
자로 등 규제법 위반 및 노동안전위생법 위반죄로 각각 기소되었다. 2003년 3월 
3일 미토( )지방재판소는 피고기업인 JCO에 벌금형, 피고인 6명에 대하여 
집행유예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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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어졌다.

2008년 2월 27일 미토지방재판소는 JCO 임계사고 주민건강피해소송에 
대하여, 소송상의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은 한 점의 의심도 허용
되지 않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
합 검토하여, 특정 사실이 특정 결과 발생을 초래한 관계를 시인할 수 있
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 이라고 하면서, 그 판정은 통상
인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을 필요
로 한다 고 한 후, 원고의 입증은 고도의 개연성에 달하고 있지 않다 고 
하여, 주민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물리치는 판결을 내렸다.

2009년 5월 14일 도쿄고등재판소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0년 5월 
13일 최고재판소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Ⅶ. 맺음말
환경오염에 대한 재판은 각종 소송 중에서도 그 경과가 매우 더디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최초의 원전 소송인 이카타원전 소송만 보아도 처음 제
기된 것이 1973년 8월이었고,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약 19년 후인 1992년 
10월이었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원자로 설치허가취소를 구하던 것이 
원자로 건설금지 내지 가동중지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원고 주민들 중에서
도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사망하여 원고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적지 않
다. 이처럼 원전 관련 소송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는 매우 어렵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여러 소송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재판소의 입
장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소송이 원고 주민
측의 패소로 끝났지만, 그 중에는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도 보인다.

첫째, 원자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된 점을 들 
수 있다. 원고적격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원전 관련 소송에서 원자로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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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그 원자로의 설치허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을 갖
는다고 하였다. 문제는 원자로 주변이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가리키는 것인
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하여 도카이 제2원전 소송(2001년 7월 4일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에서 원자로 시설로부터 약 2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에게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였고 100여km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원
고적격을 부정하였다.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 소송(1990년 3월 20일 센다
이고등재판소 판결)에서 약 60km 거리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원고적격
을 인정하였다. 또한 몬쥬 소송(1989년 7월 19일 나고야고등재판소 가나자
와지부 판결)에서 원자로 시설로부터 29km 내지 58km 범위내에 거주하
는 주민들에게, 록카쇼 마을 핵원료 사이클 소송(2006년 6월 16일 아오모리
지방재판소 판결)에서 원자로 시설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대략 원자로 시설
로부터 약 60km 범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원전 관련 소송의 원
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피고측에서 원자력위원회 또는 원자로안전전문심사회의 조사심의
에 있어서 이용된 구체적 심사기준 및 조사심의 및 판단의 과정 등 피고 
행정청의 판단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는 것을 상당한 근거·자료에 입각하여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이다. 비록 
거의 모든 판결이 행정청의 판단에는 불합리한 점이 없다는 결론으로 끝
나기는 하였으나, 원자로 설치에 관한 안전심사기준 및 판단과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고 주민측이 아닌 피고 행
정청에게 지운 것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주민측이 재판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결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원전 관련 소송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성에 문제에 대
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여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안전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에 대하여 피하였으나, 점점 원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언급을 하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하여 의문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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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비록 최종적으로는 주민측의 청구가 기각되기는 하였지만 피고 행정
청의 설치허가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재판 외적인 
부분에서 보면 탈원전 조례 의 제정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도 하였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현재에도 일본 각지에서 원전 관련 소송들이 진행중이다. 올해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과거에 행해졌던 재판소의 청구 기각 판단에 
대하여 맹렬한 비판을 가져와, 앞으로의 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경제성을 강조하며, 원전의 위험
성을 우려하는 원전반대론에 대해서는 상정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히 안전
대책을 하고 있으므로 안전하다는 식으로 원전의 설치 및 유지가 계속되
어 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도 원전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최초의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
가  2007년 6월 9일 30년인 설계수명을 다하여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10

년 연장한 후 전기공급시설의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었고, 2011년 6월 
21일에는 바람에 날리던 비닐이 고리원전 2호기의 송전선로에 접촉하여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 논란으로 주변 주민들의 불
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원전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인위적인 사고이니 조
심하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겠지, 우연의 일치로 복합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는 않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원전
을 계속 방치 또는 증가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전사고
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
해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그 안전성에 대하여 결코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투고일자 2011.10.28, 심사일자 2011.11.15, 게재확정일자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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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文抄錄>

日本における原発関連訴訟の動向
24)高 影 娥 *

に わる は、 の と して、ますますその
になっている。 に えない のため、 の を す

ることが しい である。それゆえ、その がほぼ されてき
たのが である。しかし、 の3 に、 で きた

によって、 が されるという が して、
に する を めている。

では と して、 び ·

などを める が されてきた。 んどの で、 に する
の が したが、だからといってこれらの が つ が

さいとは えない。また においての の も、 しず
つではあるが、 していることが かる。

に、 の に して、 が めたことである。
は、 というのはどの までを すのかである。これま

での からすると、 から 60km の には
が めることができる。

に、 を に わせたことである。つまり、 の
が、 しくは の におい

て いられた びに び の 、

の に な のないことを の 、 に づき ·

しなければ、 がした に な があることが

＊ 韓京大學校 講師, 法學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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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れるとしたのである。
に、 の に して、 に の の を

するまでは らなかったが、 である の が で
あるという を したのもある。また での としていわゆる

の という を せたのは できる。
も で、 が である。 3 に し

た は、 われた の に して、 し
い をもたらし、 の の に を えると される。

まで の についたは、その を して、 の
を する に して、 な で な が

なされているあんどと いながら、 の び が いてきた。
しかし、 にも、 と して 々な が いた
し、 は すると、その は かつ に び、 の

に すだめには、 い が であるということから、その
について、 して く じ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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