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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정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하는 행정소송과 그 첫 단

계라 할 수 있는 원고적격제도는 정치학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이 연구는 본인-

대리인 이론에 기초하여 원고적격의 확대에 대해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기존

의 연구 성과를 보완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원고적격의 확대를 본인(정치인)이 부담

해야 할 대리인(행정 관료)에 대한 관리비용을 원고들과 법원에게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분산구조는 법원에게 사법적극주의적 판결들을 내릴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고, 법원이 그 제도적 권위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정치인들

이 그러한 법원의 시도를 통제하려 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 연구는 원고적격의 확

대가 사법적극주의를 위한 공간을 이론적으로는 열어주지만, 다양한 정치변수가 복합

적인 작용을 하는 정치현실에서는 대법원의 제도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기능을 할 가능

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법원은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를 혼합하는 대응전략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주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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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원고적격이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개인이든 단체든 상관없이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작용의 위법성

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소송남용의 폐해가 발생하여 

사법기능의 정상적 운용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13AA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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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적 결단의 하나가 원고적격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다.1) 원고적격이란 용

어는 정치학 연구자들 대부분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것이다. 법학 연구의 대상이지, 정

치학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추측도 해 본다. 정치

학과 법학 간의 학문적 단절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한국의 현실에서 개념에 대한 

생소함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정치학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에는 변화가 필요

하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이야말로 헌법소송보다 정치학 연구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

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에 대해 많은 정치학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성과들은 그러한 관심의 정도에 못 미치는 결정적인 이유는 헌법재

판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할 기초적인 법개념들에 대한 학습을 

외면해 온 것에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헌법소송의 출발점이 행정소송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대한 정치학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만, 헌법소송에 대한 분석의 양적·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사법제도와 현상에 대해 정치학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간헐적으로라

도 축적되어 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도이전위헌결정 이후 사

법제도와 현상에 대한 정치학 연구자들의 관심이 고조되었지만, 그에 따른 연구 성과

는 헌법재판제도와 몇몇 판결에 관한 분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치적 논쟁을 일

으키는 헌법재판 사건들은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관련된 사건들이다. 물론 수

도이전위헌사건의 경우 형식상 수도이전 정책의 근거 법률에 대한 심판이기는 했지만, 

사건의 본질을 보면 결국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책에 대한 사법적 통

제로 봐야 할 것이다. 정치학 연구자들의 관심을 끄는 사건들은 정치과정에 사법부가 

개입하게 되는 사건들인데, 연구 대상의 범위가 헌법재판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부에 의한 정책입안부터 집행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일단은 정치과정과는 무관

한 것으로 보고, 정치적 논란을 전 사회적으로 일으키며 헌법재판소까지 간 사안들 중

에서도 극히 일부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매우 협소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대표적인 제도가 행정소송제도이고 이 행정소송

제도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이 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정치적 기능을 한다는 것이 이 

  1)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4가지로 분류

하고, 다시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하고 있

다. 이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형태인 항

고소송이므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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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출발점이다.     

현행 헌법구조 하에서 국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결정은 입법부인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과정을 통하여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되고 있지만, 이는 형식의 측면에서만 

관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정책의 결정 및 그 집행까지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행정부는 국회에서 결정된 공공정책들을 단지 집행하는 기

능만을 담당하는 것을 넘어서, 법률안제출권 및 행정입법권의 행사, 행정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부 주도의 국

가운영과정, 즉 운영을 위해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치의 개입을 분리시킬 수

는 없다. 행정부의 관료집단이 전문성 등을 토대로 아무리 잘 조직되어 있다 할지라

도, 그 관료집단의 존속과 권한은 결국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국가운영의 구체적인 방식인 행정 역시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되고, 행정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하는 행정소송은 헌법소송보다 더 중요한 정치학 연

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에 출간된 조홍식의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는 원고적격

에 대한 법리적 분석의 한계를 넘어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행정소송

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원고적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사법제도에 대한 사회

과학적 분석으로서는 일획을 긋는 중요한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조홍식은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원고적격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법조문 상의 개념을 바꾼 것에 

주목하여, 본인-대리인(principal-agent)이론을 도입하여 원고적격의 확대가 갖는 정치

경제학적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집합체를 본인, 그

리고 행정부를 구성하는 관료들의 집합체를 본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는 대리인으

로 설정하고, 원고적격의 확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대리인에 대한 관리비용을 일반

국민 중 소송을 제기할 원고들과 사건을 맡아 판결을 내릴 법원에게 분산시키는 기능

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설명 뒤에 조홍식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대법원

이 준비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원고적격의 확대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원고적격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서, 법원으로 하여금 개입

하기 껄끄러운 분쟁으로부터 발을 빼는 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기능을 해 주고, 더불어 

담당해야 할 사건의 수를 줄여주는 기능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스스로가 

원고적격의 확대를 주도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권리수호자로서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와 지지가 헌법소송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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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자신감, 그리고 사법부의 최고기관으로서의 명예를 헌법재판소로부터 되찾아 오

려는 대법원의 전략적 판단의 결과물이라 설명하고 있다. 

조홍식(2009)의 설명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원고적격의 확대가 대법원이 인식

하고 지향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며, 법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은 원

고적격 확대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문

제의식이자 핵심적인 주장이다. 다양한 정치변수가 복합적인 작용을 하는 정치현실에

서 원고적격의 확대가 대법원의 제도적 정당성(institutional legitimacy)을 훼손하는 기

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의 적절한 법원의 대응전략을 분석

하기 위해 논의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원고적격 확대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규범적 의미를 먼저 살펴본다. 다음으로 조홍식

(2009)의 원고적격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기초로 하되, 원고적격의 확대가 

작동하는 정치적 맥락을 추가적으로 결합하여 분석하여 법원의 제도적 정당성을 훼손

할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III장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한 가능성 속에서 

법원이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한 뒤, 원고적격의 확대가 중

요한 쟁점이었던 대표적인 환경행정소송 사건인 새만금 사건의 전개과정과 법원의 판

결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IV장에서는 이 연구의 주장과 의미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 필요한 후속연구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다.

II. 원고적격확대의 규범적 의미와 정치적 기능

1. 원고적격확대의 법리적·규범적 의미

한국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적격에 관련해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

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정의한다.2) 어떤 때에 그런 이익이 있는가에 관해서 그 범위가 주거지역 내의 주민이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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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공장 설치에 대해서 다투는 이익,3)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경원자의 이익,4) 도시계

획결정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의 주민이 가지는 이익,6)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의 환경상 이익7)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적격 제도는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둠으로서, 법원이 개입하기 껄끄러운 분쟁으로부터 발을 빼는 것을 정당화 시

켜주는 기능과 담당해야 할 사건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서 업무량를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왜 법원이 스스로에게 부담을 지우는 원고적격의 확대를 판례를 통해 진

행시켜 왔는가? 먼저 원고적격 확대의 법리적·규범적 의미를 파악해야, 판례의 태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원고적격의 확대에 대한 논쟁이 가장 빈번한 영역이 환경행정소송의 영역이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성 논리에만 근거하여 충분한 조사

와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됨으로 인해 자연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환경단체의 비판과 지역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윤익준 2013, 105-106). 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제

기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상 이익’의 인정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따라,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기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활용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한국 법원은 초기 판례8)를 통해 ‘권리침해’ 여부를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

다. 여기서의 권리란 실정법규에 의해 창설 또는 인지되고 보호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

고적격의 범위는 계속적인 입법에 의해 보충되지 않는 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초기에 제한적으로 해석되었던 ‘권리침해’라는 원고적격의 존부판단기준이 ‘법

률상 이익’이란 개념으로 입법을 통해 대체됨으로써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장하게 된

  3)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 판결.

  4)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5)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6)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7)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8) 대표적인 사건으로, 부동산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연고권이 없는 이상, 그 부동산의 귀속재

산 매각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건(대법원 1961. 8. 7. 선고 4292
행상19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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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 분쟁의 원인이 된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의 이익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이라 

할지라도, 문제의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정법규가 아울러 보호하고 있는 이익으로 

해석되면, 제3자의 이익도 ‘법률상 이익’으로 포섭되어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10) 그렇다고 해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

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공설화장장사건이다.11) 시유지로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던 토지에 공설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 그 토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하

는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이 내려지자 그 토지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인 수도법

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지역주민이 상수원의 오

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문제의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점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법원이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변화시켜가는 이유는 무

엇인가? 행정소송이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 했을 때, 어디에 중점을 둔 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부터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 

행정의 목적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공익실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공

익실현’ 작용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공법상 특권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행정기관에 부여

된다고 했을 때,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견제하는 수단인 행정소송의 초점도 

행정작용의 일반적 적법성 여부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원고적격 존부의 판단기준이 특정 개인의 권리보호에만 맞춰진

다면,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는 행정소송의 본질적 기능에 맹점이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문제의 행정작용을 정당화해주는 공익에 대항할 사익이 특정 사안과 

관련된 특정 상대방의 권리로 국한된다면, 사익의 공익에 대한 도전은 실패할 가능성

  9) 1951년에 제정된 행정소송법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 1985년의 4차 개정 때 

원고적격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고 현행 행정소송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10)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연탄공장사건 판결이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 판결). 법원은 

주거지역 내에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 건축허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

자가 그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고 있다면, 비

록 당해 행정처분의 상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의 자격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11)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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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익성을 앞세워 정당화된 행정작용이 위법할 경우, 그 

악영향의 범위는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특정 상대방의 권리침해 여부가 모호하다 할

지라도, 관련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지만 행정작용에 대한 일반적 적법

성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 행정소송제도에서 원고적격의 유무가 문제되는 상황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 보다는 이른바 제3자의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상대방 이외의 이해관계인

인 제3자의 권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가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개별적 사익(私益)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사법적 구

제제도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행정작용에 의해 실현하

려는 공익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그 공익의 우선성에 복종하도록 강요되는 국민의 일

반적 권리의 범위도 확대될 것이며, 따라서 사법제도에 의해 구제될 수 있는 권리의 범

위는 협소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확대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현행 헌법의 취지

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

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고적격의 확대

는 국민들의 사법구제제도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의 규

범적 효력을 강화하는 기능도 하게 된다. 만약 법원이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판단기

준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적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태도를 고수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실생활 속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의존할 수 있는 

사법적 구제의 문을 사실상 닫아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김광수 2013, 13).

법리적·규범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행정소송제도 자체와 그 한 구성부분으로서 변화

를 이끄는 원고적격확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을까?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행정소송은 정치경제

학적 관점에서 보면 행정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장치이다(조홍식 2009, 95). 공익실

현을 위한 행정의 주된 방식이 규제라 했을 때, 행정소송은 행정 관료를 감시하는 제

도적 장치의 하나이며, 원고적격의 확대는 행정 관료를 감시할 법적 자격을 얻는 피규

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규제자들의 고발을 접수하여 행정 관료들에게 제재를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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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원의 기능과 지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의 요

건을 완화한다는 것은, 집권 정치 세력이 헌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제7조 

제2항)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행정 관료에 대한 감시기능을 국민과 법원에 분산시킴으

로써 관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원고적격확대의 정치적 기능

왜 집권정치세력은 행정 관료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행정 관료에 대한 감시·

통제기능을 사법부와 국민에게 분산시키게 되는가? 근대 시민혁명 이후, 자유주의 헌

법구조에서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완전한 통제를 추구하였으나, 현대복지국가에서

는 행정부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통제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점점 비대해지는 행정부가 담당하는 업무는 광범위하고 복잡

해지는 과정에서 집권정치세력은 대부분의 업무를 행정 관료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 되고, 이 위임 과정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가 갖는 민주적 정

당성(democratic legitimacy)이 선출되지 않은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에게로 승계된다

(Stewart 1975, 1730). 여기에 행정 관료들의 전문성을 더하게 되면 행정부의 독립성

은 더욱 강화된다. 더욱이 집권정치세력의 권력보유의 지속여부가 반복되는 선거로 불

확실해지고, 다당제 정당국가의 속성으로 인해 국가권력이 다극화·파편화되는 단계

에 이르면, 집권정치세력의 행정 관료에 대한 통제 방식도 다각화되는 것은 필연적이

라 할 수 있다(조홍식 2009, 16).

행정 관료는 규범적으로는 추상적 공익을 실현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지만, 정치

적으로는 현재 집권정치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즉,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집권정치세력과 행정 관료의 관계가 본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Weingast and Moran 1983; Weingast 

1984). 관료집단이 집권정치세력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다면 통제 방식이 

다각화될 필요가 없으므로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관리비용은 최소화될 것이다. 그러나 

관료집단이 반드시 집권정치세력의 대리인 역할에만 만족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집

권세력 외의 조직된 이익집단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관료집단 스스로가 특수이익

집단으로서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다(Bernstein 1955). 집권정치세력은 인사권의 행사 

등 전통적인 통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면, 결국 다른 정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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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행정 관료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피규제자가 관료를 통제하는 것이다. 

피규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규범적으로는 침해당한 자신의 권리를 회복

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집권세력의 통제의 범위를 이탈하려는 행정 관료

들을 고발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더불어 피규제자의 고발에 의해 법원도 행정 관

료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을 분담하게 된다. 원고적격의 확대는 피규제자의 범위를 

규제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로 넓히는 기능을 하게 된다. 감

시자의 수를 늘리고,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법원이 엄격한 통제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행정 관료가 통제의 범위를 이탈하는 주요 수단인 재량권의 행사에 제한

을 가함으로써, 집권세력에게는 대리인으로서의 관료집단을 관리하는 비용을 감소시

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이 설명은 행정 관료들이 집권정치세력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재량권 행사를 시도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피규제자와 법원의 행동

과 판단이 집권세력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에만 적합한 것이다. 

원고적격의 확대가 집권정치세력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반대자에게도 소송의 관문을 

개방하여 현재 집권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기획된 정책의 집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고적격의 확대에서 비롯된 행정소송의 증가가 정책의 손실 내지 행정

효율성의 상실을 불러옴으로써 대리인으로서의 관료집단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오

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다(조홍식 2009, 96). 그렇다면, 원고적격의 확대가 집권세력의 

행정 관료에 대한 관리비용을 분산시켜, 집권세력에게는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온다

는 설명은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타당한 것인가?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해득실이라는 

좀 더 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집권세력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다. 

행정 관료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을 피규제자와 법원에게 분산시킬 때, 집권정치세력

에게 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 이득이 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아래와 같이 경

우를 나누어 분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먼저, 행정 관료의 권한 행사가 집권세력이 주도하는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경

우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러한 권한 행사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다시 두 가지

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첫째, 피규제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법원이 행

정 관료의 권한 행사를 적법한 것으로 선언하는 경우이다. 현재 집권세력의 정책에 제

동을 걸려는 소송의 제기였지만, 법원의 재승인에 의해 오히려 정책에 대한 규범적 정

당화까지 성사시켜, 집권세력으로서는 정책집행이 더욱 순조롭게 되어 이익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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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둘째, 피규제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원고인 피규제자

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현재 집권세력의 정책 집행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의 정책에 대한 여론의 추이에 따라 집권세력의 대응방식

을 두 가지로 다시 나눠 볼 수 있다. 만약, 여론이 문제의 정책에 우호적인 경우에는, 

선출되지 않은 법관들로 구성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법원의 정치적 월권행위를 

비난하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고, 내용은 

존속시키며 외관이나 절차에만 약간의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계속 집행할 수 

있다. 반면에, 여론이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경우에는, 정책의 의도나 본질보다는 실무

단계에서의 과오로 관료에게 책임을 돌리며 여론의 포화를 피하고, 정책의 수정 가능

성을 거론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유연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함을 

선언하여 법치주의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지지자와 반대자의 입장을 모두 

대변하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즉 법원에 의해 정책집행에 제동이 걸리더라도, 집

권세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오히려 헤게모니 장악의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된다.12)  

다음으로, 행정 관료의 권한 행사가 집권세력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

다.13) 그러한 권한 행사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도, 다시 두 가지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첫째, 피규제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이 원고의 승소를 선

언하는 경우이다. 이는 피규제자와 법원이 행정 관료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확실히 해 

주는 경우이고, 집권세력으로서는 행정 관료를 통제하기 위한 관리 비용과 정치적 부

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둘째, 피규제자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패소하여, 집

권세력의 통제로부터 이탈하려는 관료집단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경우이다. 이 경

12) 행정소송의 사례는 아니지만,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더라도 집권세력에 이익이 될 수 있게 

대응한 대표적인 사례로 수도이전사건(2004헌마554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의 근거 법률을 위헌선언하자, 집권세력은 판결의 근거인 관습헌법위반의 논리를 공격

하며 여론의 지지를 얻고, 대체법률을 만들어 결국 수도이전을 진행하였다.    

13) 한국의 정치구조·문화에서 지배정치세력의 이익에 반하는 행정부의 처분의 독립성이 가능

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12·12 불기소사건(94헌마246), 5·18 불기소사건 

(95헌마221등) 등은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들과 관련된 사회적 논쟁의 과

정에서 국가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소의 이익을 확장함으로서 원고적

격의 확대를 가져와 쿠데타 세력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여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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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여론의 추이에 따라 집권세력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로 다시 나눠 볼 수 있다. 

만약, 여론이 행정 관료들의 판단과 법원의 결정에 우호적인 경우에는, 관료집단과 법

원이 개혁을 반대하거나 특정이익을 옹호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관료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해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며 재집권을 위한 전열을 정비할 수 있다.14) 여론이 반

대편에 서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모순으로 보일 수도 있지

만, 행정 관료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 할 

수 있다. 행정 관료의 권한 행사의 내용과 방식이 규제라면, 국민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이슈들은 다양할 것이다.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된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고, 그 밖에 국민들의 다양한 권리에 대한 침해 등을 문제 삼음으로써 분위기

를 바꿀 수 있다. 문제의 행정이 예산 지출을 동반하는 수익적 행정일 경우에는 재정 

낭비를 내세움으로서 분위기를 쉽게 바꿀 수 있다. 반면에, 여론이 행정 관료들의 판

단과 법원의 결정에 비판적인 경우에는, 원고의 개인적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강조하며 

정부가 권리의 수호자임을 내세워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 공익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가 시대의 화두임을 강조하는 담론을 형성해 집권세력이 균

형 잡힌 국가경영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이 집권정치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려주면, 집권세력의 행정 관료에 대한 관리비용의 추가적 부담은 없어진다

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추가적 부담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부담으

로 이전된다는 점이다.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집권정치세력에 대한 반대 세력이 대결 

국면을 지속시킬 때, 대결의 당사자가 반대 세력과 법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원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집권정치세력은 대결 구조에서 이탈하여 자신의 정당성 보

존 또는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치적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고, 법원이 대결의 당사자

로서 정치적 부담을 떠맡게 되는 것이다. 집권정치세력과 법원이 입장을 달리 할 경우, 

14) 역시 행정소송의 사례는 아니지만, 행정관료 집단, 법원, 여론 모두 집권정치세력과 반대의 

입장에 있을 때 집권세력이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낸 사례로 2004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선

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일종의 행정부)로부터 경고

를 받자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다수의 언론이 이러한 지적과 입장을 같이하는 보도를 판결 전에도 집

중적으로 하였으나,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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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해질 정치적 공격은 헌법개정논의까지도 시도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감

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도 있다. 원고적격이 확대되고 법원이 권리의 수호자로

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역설적으로 법원의 제도적 정당성은 오히려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법원으로서는 권리의 수

호자라는 규범적 사명감에 근거하여 원고적격의 확대를 희망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전략적 대응을 해야만 한다. 

III. 원고적격확대와 법원의 전략적 대응

1. 원고적격 확대와 정책대결적 소송주의의 가능성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의 확대는 앞의 II장에서 경우를 나누어 살펴 본 바와 

같이, 법원의 재판정을 정치적인 논쟁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법원의 제도적 권

위를 높여줄 수 있지만, 그만큼의 위험부담 역시 감수해야만 한다. 행정소송이 개인의 

권리구제 수단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권리구제를 매개로 하여 정부의 특정 정책이

나 일반적 정책 기조의 타당성을 다투는 수단으로 변화되면, 한국 법원도 케간(Kagan 

2002)이 미국 사회에서의 법과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며 제시한 정책대결적 소송주의15) 

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 케간은 미국 법원의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의 적용 때문에, 

모든 행정 작용의 효력의 유무는 법원으로 가서 결론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책의 입안부터 결정, 집행과정에 이르기

까지 끊임없이 소송이 개입하게 되고, 과도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행정권력에 대한 통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행정 작용의 

상대방인 피규제자 일부에 의해 과도하게 사용되는 소송전략은 자기 방어를 위한 비

용과 행정적·법적 불확실성만을 증가시켜, 오히려 다른 일부의 피규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며, 타협 없이 끝까지 가보자는 

15) 캐간(Kagan)의 ‘Adversarial Legalism’을 번역한 것이다. 조홍식은 2009년 저서에서 ‘적대적 

법대로 주의’라 번역하고 있으나, 캐간이 Adversarial Legalism을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와 

정책실현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볼 때, ‘정책대결적 소송주의’라 번

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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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행위패턴을 고착화했다는 것이다(Kagan 2002, 9-14). 한국의 현행 행정소송제

도 하에서 원고적격의 확대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정

책대결적 소송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첫째, 법관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이다. 이 조건은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최근에 몇몇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전관예우의 관행

이 존재함을 알리는 메시지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의 흥행으로 인

해, 법관의 이미지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추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관들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 국가공무원들보다는 훨씬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국민들의 법관에 대한 고착화된 인식 때문일 것이다. 법관

은 추상적인 원칙을 중시한다. 법관은 자신의 판결에 대하여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소신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는 다

수자로부터 소수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구제를 주된 임무로 한다. 그렇다면 정

책을 만들어 내는 정치과정이 소수의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장악될 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주체는 법원뿐이라는 주장이 최소한 규범적 논리에서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조홍

식 2009, 21).  

둘째, 법원의 사법적극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 사법적극주의는, 사법부가 분쟁을 

재판의 방식으로 해결하며 민주적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의회나 행정부를 보조

하는 제한된 역할을 하는 것을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다른 정치

적 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사법부 스스로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 형성에 관

여하는 것을 의미한다(Canon 1982). 사법부 적극주의가 부상하려면, 먼저 법관들의 

조직 소속감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판단의 독립성을 전

제로 하기 때문에, 법관들은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들에 비해 조직 의식이 상대적으

로 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관들 역시 사법부라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이고, 법관

들의 권위는 그들이 속한 기관의 권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으로서 사법부

의 영향력과 권위를 강화하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법부가 보유한 제도적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들이 관찰되고 있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Alter 1998, 129-

130). 

셋째, 법관들의 주관적 의지로만 사법적극주의가 부상하지는 않는다. 사법적극주의

는 사법부가 공정한 제3의 분쟁해결 기관이라는 소극적 역할로부터 벗어나 정책을 평

가하고 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정치기관으로 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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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한다. 가장 기본적이자 중요한 여건은 한 국가 내에서의 권력

분산의 정도이다. 분산되고 파편화된 권력구조 상황에서 왜 사법부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는가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장래보장이론(insurance theory)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민주적 정치체제에서는 한 정치세력이 영구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을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정치세력들은 그들이 재집권에 실패하였을 때에 집

권한 반대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독립적인 사법부에게 사법심사권을 부여하는데 찬성

한다는 것이다(Ginsburg 2003, 21-33; Landes and Posner 1975, 875-901; Ramseyer 

1994, 721-48; Matthew Stephenson 2003, 59-90). 그리고 현재의 집권당도 앞으로 집

권할 다른 정당이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법부의 결

정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한다 할지라도 그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6) 

그렇다면 결국 사법심사권은 그에 대한 복종을 사실상 전제로 하여 사법부에 부여되

고, 사법부가 그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갖추어진 것이 

된다.

위의 세 가지 요건을 한국 사회가 충족시키고 있는가? 한국의 경우, 법관에 대한 국

민들의 신뢰도 높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 잦은 분점정부의 등

장으로 권력분산화의 요건은 충족시키고 있다(차동욱 2006). 하지만 법원은 전통적으

로 행정부의 통제나 관여에 사법소극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권헌영 2013, 78). 사

법소극주의의 경향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히는 것이 현대 행정의 광범위

성과 복잡성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비교형량을 해야 할 법익의 복잡성이나 전문기술성이 커지고, 사건의 복합성 때

문에 판결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법원의 예측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이해관계 

집단 간 대립·갈등의 심각성이 커져서 법원의 결정에 순응할 가능성이 떨어짐으로 인

해, 법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법발견을 꺼리게 만들어 사법소극주의로 흐르게 만든다

는 것이다(홍준형 2006, 50). 이러한 법리적·규범적 이유 외에 정치역학 관계를 고려

하는 전략적 판단도 필요하다. 권력의 분산화라는 구조적 환경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사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 단기적으로는 사법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사법부의 제도적 정당성 약화시킬 수 있다. 결국, 사법

16) 램세이어(Mark Ramseyer 1994)는 이와 관련하여, “정치지도자들은 미래의 사법부를 지배

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법부에 복종한다”고 표현하였다. 렘세이어(1994, 7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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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유지하여야 할 제도적 정당성을 고려한다면, 사법부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에 있

어서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를 적절히 혼합하는 전략적 운용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2. 법원의 전략적 대응과 관련된 사례분석: 새만금 사건17)

새만금 사업의 시행과정과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진행된 소송의 과정에서 집권정치

세력, 행정관료 집단, 법원 등이 보여준 태도와 행동은, 앞의 II장에서 원고적격확대의 

정치적 기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정해 보았던 경우들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준

다. 새만금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집권정치세력과 행정관료 집단의 관계는 외관

상 또는 형식적으로는 행정관료 집단이 집권정치세력의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

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또는 내용적으로는 집권정치세력이 추진하려는 새만금 사업을 

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국에서 새만금 저지 세력이 사용한 소송 전

략에 의해 개입하게 된 법원은, 초기에는 새만금 사업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덮으

려는 집권정치세력에게 패소라는 경고 메시지를 주었다가, 결국은 집권세력의 의지에 

맞추어 행정관료 집단이 입장들을 수정함에 따라 최종 판결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재개

를 법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전략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대선 때부터 전북지역에 대한 전략적 득표 공약으로 탄생하

였다. 그 명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쌓고 부산광역시 넓이의 갯벌을 매립하

여 토지를 조성한 뒤, 복합산업단지를 만들어 대중국진출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것이었

다. 1987년에 농림수산부가 새만금 사업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이름이 다른 ‘서해안 간

척사업’을 발표했었다. 이 계획은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 판

정을 받았다. 이 사업이 1987년 대선 과정에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에 의해 새

만금 사업 추진공약으로 부활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전북의 유권자를 겨냥한 졸속 공

약이었고, 특히 경제기획원이 사업의 경제성 결여18)를 이유로 새만금 사업에 반대했기 

17)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기술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 2006년 12월에 발행한 

『정책사례보고서: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사례』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힌다.

18) 대규모 농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식량을 수입하는 편이 경제적이며, 부족한 농지는 기존 농

지의 생산성을 높여 대응하고, 공업단지로 활용하는 것도 인근 군장산업기지와 중복된다는 

등이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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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예산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야당이던 평민당과 그 당 김대

중 총재의 노력으로 새만금 사업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다. 김대중 총재는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공사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브리핑 받을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마침내 1991년에 김대중 총재는 노태우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새만금 사업비의 추

경 반영 약속을 받아냈다. 이는 1992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일치

함으로써 가능했다. 이후 농림수산부가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를 스스로 신청하고 허가하는 등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마침내 농어촌진흥공

사가 공사에 착공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며 개방화와 세계화라는 슬로건 아래 신자유주

의 정책이 표면화 되면서, 1960~70년대를 거쳐 1980년대까지도 행정 권력의 기반이 

되던 개발드라이브 정책에 제동이 걸리며 국가주도 개발주의 정책들이 폐지되어 갔다. 

IMF 경제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에서 신자유주의는 국가정책의 이념으로 자

리 잡았고, 모든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자유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 경

제성 검토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국가 담론 변화의 흐름 속에서, 1998년 초 김대중 대

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만금 사업을 ‘전 정권의 3대 부실의혹사업’으로 평가

하였고, 곧이어 감사원이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수질대책, 행정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특별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였다. 환경단체들이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운동에 나섰고, 다음 해 전북도지사가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하

기에 이른다. 환경단체가 민·관 공동조사를 요구했고, 전라북도가 이를 수용하여 민

관합동 환경공동조사단의 구성을 정부에 제의하자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가 

전국적인 현안이 된 국가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데 공동조사를 도입한 것은 처음이 

었다. 

공동조사단의 활동은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끝났다. 공동조사단이라는 절차적 수단

을 통해 새만금 사업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도출하여 논란을 종식시키려던 집권

정치세력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정부 관계부처들이 국무조정실의 조정 아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했다. 정부 부처 중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반대의 주장을 굽

히지 않아 최종 결정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의 새만금 지지 입장

이 공개되자 새만금 반대 운동은 최고조에 달하였고, 2001년 봄에 200여 단체가 참여

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가 발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2000년에 설립된 대통령 직

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새만금 사업의 유보 건의를 했지만, 정부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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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의 순차개발방안을 확정했다.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경제부처들이, 

시행 후에는 직접 관련되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행정 부처들이 반대 내지는 보류

의 입장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정치세력의 의지대로 새만

금 사업을 재개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한 결정의 원동력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의

지가 기본적인 역할을 했겠지만, 새만금 사업의 중단이 시민단체의 정치적 승리의 의

미를 증폭시켜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야 정치권의 우려도 중

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또한 3대 정부에 걸쳐 진행한 10여 년의 공사를 중단할 

경우 행정부에로 향할 비난을 피하려는 관료집단의 태도 역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미 공론화되어 버린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들을 덮고 가려는 집

권정치세력과 행정관료 집단의 결정과 관련하여, 한국 사법사상 몇 안 되는 사법적극

주의 판결의 예로 거론되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첫 행정소송은 2002년 5월에 시작되어 2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2005년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사업계획 당시와 달리 경제

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됐는데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라는 취지의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정치·사회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관의 소신에 따라 이루어진, 사

법권 독립의 의지를 잘 보여 준 대표적인 판결로 거론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국가정

책에 제동을 건 사법적극주의 판결의 대표적 예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판결이 

제동을 건 것은 이미 그 효능을 상실해가고 있던 국가주도 개발주의 정책이고, 외관상

으로는 국가정책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판결이 오히려 새로운 국가정책의 이념

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정책

을 주도할 정도의 사법적극주의 판결이 되려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움직임보다 한 템포 

앞서는 판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 판결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신자유주의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스스로 처리하기 껄끄러운 문제를 사법부

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대신 해결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외관상으로라도 사법적극주의로 평가받던 이 판결마저도 역동적인 정치적 

변수들에 의해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새만금 사업 추진세력인 지방정부와 건설업계는 

지역 언론을 장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계속적으로 주입하였고, 특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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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세력인 지방토건세력은 ‘환경친화적 개발’이라는 슬로건으로 요약되는 신개발주의19)

를 앞세워 우호적 여론을 형성해가며, 중앙정부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과

정 속에서 2005년 12월에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환경단체 측에 패소 판결을 내

렸다. 1심 판결을 맡았던 부장판사는 불과 1개월여 전에 교체된 상태였다. 2006년 1월 

주민·시민단체 등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2006년 3월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20)

함으로써, 새만금 사업은 완성을 볼 수가 있었다. 신개발주의의 담론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는 있었지만, 아직은 환경보호세력의 여론에 대한 영향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입법부, 행정부, 지방토건세력 모두를 만족시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20여 

년을 끌어오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스스로는, 대규모 공공사업과 환경보전이 문제되고 이해관계인이 다수라서 

사회적 파장이 커서 매우 부담스러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관점을 배

제하고 법률적인 관점을 견지하여, 환경보호의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대규모 공공사업

의 경제성 및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밝혀 놓은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자찬하

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대법원의 자평에 동의하며, 정치한 법이론적 논증에 의해 뒷받

침되지 못했을 경우 자칫 사법의 정치화나 정책과잉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시기적절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사법정책적 의지에 찬사를 

보내며, 사법적극주의적 경향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꼽는 평가도 있다(홍준형 2008, 

191-192).

하지만, 이 판결 전체에 대해서는 사법적극주의로 해석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된 반대세력과 여론에 대한 그 세력의 영향력이 상당했

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책의 내용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정도의 판결로 볼 수는 없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원고적격의 확대와 관련하여서

는 나름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

(은) […]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해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

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

된다 […]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 환경상 이익에 대

19) 조명래(2003)는 신개발주의를 “신자유주의와 결합한 개발주의”로 정의하면서 “겉으로는 환

경을 배려하고 제도적 절차를 존중하는 듯 하면서도 과거보다 더 철저하고 조직적으로 개

발·성장 중심의 경제논리를 관철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20)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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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도 환경상 이익

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이것

은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자들이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국가정책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법적극주의적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적극

주의는 미래를 향해서일 뿐이었고, 바로 현재의 사건에서는 환경단체 관계자 등 현지 

거주자가 아닌 이들(3396명)의 경우는 “처분의 환경 영향권 안에 있다면 원고로 인정

해야겠지만 이 사안에서는 그런 징후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소극

적 자세에 머물렀다. 미래를 향한 사법적극주의와 현재의 사법소극주의를 혼합한 전략

적 대응이라 볼 수 있다. 

IV. 논의의 정리 및 후속 연구과제 제안

이 연구는 본인-대리인(principal-agent)이론에 기초하여 원고적격의 확대에 대해 정

치경제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기초가 되는 연구(조홍식 2009)는 원고적격의 확대를 본인(정치인)이 부담

해야 할 대리인(행정 관료)에 대한 관리비용을 원고들과 법원에게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분산구조는 법원에게 사법적극주의적 판결들을 내릴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고, 법원은 그 기회를 이용해 법원의 제도적 권위를 강화하려하

지만, 정치인들이 다시 그러한 법원의 시도를 통제하려 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 

연구는 원고적격의 확대가 사법적극주의를 위한 공간을 이론적으로는 열어주지만, 다

양한 정치변수가 복합적인 작용을 하는 정치현실에서는 대법원의 제도적 정당성을 훼

손하는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법원은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를 혼합하는 대응전략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주장이다. 

법리적 해석을 넘어서 원고적격 제도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여전히 부적절

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사법제도의 역사를 보면, 원고적격 제도는 

그 출발부터 매우 정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적격 제도의 등장은 1920년대 뉴딜 

정책의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 당시 연방대법원의 진보적인 대법관들이 뉴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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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집행하는 정부 기관들을 보수적 법관들의 사법심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고

적격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Stevenson and Eckhart 2012, 1371). 그러나, 그 이후에는 

상당기간 동안 원고적격 제도는 일반 법관들에 의해 법원이 개입하기 곤란한 사건들을 

재판의 대상에 제외하고 재판할 사건의 수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관행이 계속됨에 따라 원고적격 제도는 사법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

으로 인식되어 왔다.

원고적격 제도가 외관상으로는 사법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인식된다 할 

지라도, 그 본질이 정치적임을 외면할 수는 없다. 민주화 이후 특히 헌법재판제도의 활

발한 이용으로, 현재 한국 사회는 국민의 권리의식이 어느 선진국에도 뒤지지 않을 정

도로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가정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국민들의 권

리의식이 고취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책을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의 문을 원고적

격의 확대를 통해 활짝 연다면, 법원이 정치적인 논쟁의 장이 되어, 개인의 권리구제를 

매개로 하여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일반적 정책 기조의 타당성을 타협 없이 끝까지 다

투는 정책대결적 소송주의가 곧 도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이론적일 뿐

이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원고적격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하더라도 법원이 

현실에 맞게 이를 이용할 것이다. 본론에서 언급한대로, 한국 법원은 행정소송의 대상

이 하급 행정기관의 지엽적인 실수가 아니라 국가정책집행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정책의 기초까지도 흔들 수 있는 사건일 경우에는 사법소극주의의 태도를 견지해 왔

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새만금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론적으로는 사법적극주

의를 보이면서, 현실적으로는 사법소극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점이다. 즉, 원고적격의 

확대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확대를 선례로서 남기면서도, 그 원칙을 현 사안에 적용하

기는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원고적격의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관찰한 것

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새만금 사건 하나에 대한 사례연구가 이 연구의 핵심 주

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후속연구에 의해 계속적인 입증이 필요

하다. 먼저 이 연구에서 진행했던 논의의 틀을 사용해 분석할 사례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새만금 사건 만큼이나 중요한 환경분쟁 사건들도 상당할 것이다. 특히 언론

의 조명을 받고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던 사건들이 적절한 연구의 대상이 될 것

이다. 천성산 도룡뇽 사건을 비롯하여 조건에 맞는 사건들을 모으고 추려서 후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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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본론에서 제시한 가능한 사건의 진행 경로로 가

정하여 분류했던 논의의 틀들을 활용하여 사례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분석 대상인 사례가, 행정 관료가 집권세력이 주도하는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하고 있는데 피규제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원고인 피규제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라면, 당시 여론의 향방은 어떠했었고, 법원의 판단의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당시의 

정치적 역학관계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집권세력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

게 정치적 재원을 이용하는가? 분석 대상인 사례가, 행정 관료의 권한 행사가 집권세

력의 이익에 반하고 그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이 원고의 승소를 선언했다면, 행

정 관료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집권세력은 어떻게 행정 관료에 대한 관리 비용

과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시켜 가는가? 만약 행정 관료의 권한 행사가 집권세력의 이익

에 반하고 그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원고가 패소하고 관료집단이 이겼다면, 당

시 여론의 향방은 어떠했었고, 법원의 판단의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당시의 정치적 역

학관계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집권세력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정치적 

재원을 이용하고 이에 대한 관료집단의 전략적 대응은 어떻게 되는가? 어떠한 경우에

도 법원의 제도적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법원은 어떻게 대응

하는가? 이렇게 논의의 틀을 활용해 분석할 사례들은 환경분쟁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

치사와 분리시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1980년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철

거민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도시재정비 사업들과 그와 관련된 법적 분

쟁들이 있다. 또한 국가주도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강제수용이란 형태로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다시피 하여 이것이 법적 분쟁으로 진행된 사례들도 상당수다.   

논문의 초반부에 언급한 바 있지만, 정치학과 법학간의 학문적 단절이 오랫동안 지

속되어 왔던 이유로 인해, 법제도와 법현상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가 2000년대 후반에 

잠시 활기를 띠다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학 연구자들의 법에 대한 연

구가 답보인 상황에서 법학 연구자들의 사회과학적 접근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조로운 규범적 접근에 한계를 느낀 법학 연구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데 개

방적인데, 오히려 방법론으로 무장한 정치학 연구자들이 연구 대상에 대한 기본적 이

해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서 초래된 현상이다.    

법은 정치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법과 정치는 지속적인 소통관계 속

에 있다(Guinier 2008, 15).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대표적인 제도가 행정소송제도

이고 이 행정소송제도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이 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정치적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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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행정소송에 대한 정치학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헌

법소송에 대한 분석의 양적·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글의 독자 중 혹시 관심

이 있는 분들에게 위에서 언급한 후속연구의 주제들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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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tical Meaning and Function of the Expansion of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Dongwook Cha | Dong-Eui University

Administrative litigation to control over administrative action inseparable from 

politics and standing rule of the litigation are important subjects for political research. 

This research theoretically assumes that the expansion of standing to sue administrative 

actions in court gives the public easier access to judicial forum to challenge government 

actions and the judicial branch a chance to take up a good position to assert itself in 

policy-making against or in competition with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The main argument of this research is that, in the political reality, however, due to the 

court’s fear of the political backlash from various political forces in conflict with itself, 

the court tends to seek strategic responses mixing judicial activism and restraints to 

preserve its scope of power and institutional authority. 

Keywords: Administrative Litigation, Standing to Sue, Court, Judicial Activism, 

Strategic Respo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