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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土地와 물 :地下水 利用權에 관한 妨害排除請求權*

1)

金 載 亨**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 판결(공 1998, 1487)

Ⅰ. 事案의 槪要

1. 事實關係

(1) 피신청인 주식회사 금천(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은 광천음료수 제조 

및 판매업, 각종 음료수 및 식품판매업, 체육시설 운 업 등을 경 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신청인 A는 피신청인 회사를 경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지하수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피신청인 회사는 취수공 1개에서 1일 100t 이상씩 취수공 5개에서 모두 500t 

이상의 지하수를 매일 취수하여 이 지하수로 탄산음료와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국내에서 시판하거나 해외로 수출하기로 계획하 다. 이에 따라 1995. 1. 19. 부

산 남구청장에게 지하수개발신고를 하고, 4. 25. 지하수개발에 착공하 다.1) 그 

후 1996. 1. 3. 이 사건 토지상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수원개발허가를 받았다.

피신청인 회사 등이 이 사건 토지에서 개발한 지하수 취수공은 모두 5개로서 

1개당 취수가능량은 1일 200t 내지 300t이고, 피신청인 회사는 취수공 시추공사

를 완료하고 수량확보를 위한 수중펌프 설치, 수도관 인입 등의 부 공사를 남겨 

 * 이 글은 서울 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기금의 2005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피신청인 회사는 부산 수 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하에서 취수한 천연암반수를 

이용하여 탄산음료와 먹는샘물을 제조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
청을 하 으나 거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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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상태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부산의 主山인 황령산 남동쪽에 자리잡은 금련산의 해발 

61m 내지 85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신청인들과 일부 보조참가

인들이 소유․거주하는 남천전원빌라와 부원전원빌라가 인접하여 있고, 다시 그 

아래에 간선도로변 평지에 이르기까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공공시설들이 

집되어 있다. 금련산의 부존 지하수는 수질이 양호하여 그 일 의 주민과 공공시

설이 지하수를 취수하여 음용수를 비롯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 그 

밖에 금련산을 찾는 등산객들도 이 지하수를 약수로 이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

지 일 에는 종래 지하 50m 내지 100m 깊이에서도 음용수 등 생활용수용 지하

수를 취수할 수 있었으나, 1992년부터 5개의 무허가 생수판매업소에서 1일 약 

600t의 지하수를 판매하고 식수용 지하수를 자체 개발하는 주택과 공공시설의 급

증으로 지하수 취수량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지하 60m 내지 80m 깊이의 지하

수가 고갈되고, 이어 지하 200m 깊이의 지하수가 고갈되었다. 1995년에는 지하 

300m 이하의 깊이까지 굴착하여야 식수용 지하수를 취수할 수 있게 되었다.

(3) 한편 신청인들 및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토지 아래로 약 300m 이내에 

주택 등을 소유하여 거주하면서 지하 약 200m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 및 생

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남천전원빌라에는 상수도시설

이 되어 있지 않았다. 1995년경에는 지하수 고갈로 말미암아 필요한 양 만큼 지

하수를 취수할 수 없게 되자, 지하 약 400m 지점까지 굴착하여 지하수를 취수하

여야 했다. 이 깊이는 해수면 이하 300m에 해당하고 바다에 접한 지역이어서 해

수의 침범이 우려된다.

(4)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 로 위 지하수개발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 다.2) 1심법원은 위 공사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 고,3) 위 결정에 한 이의사건에서 위 결정을 인용하 다.4) 원심법원도 피신

2) 피신청인 회사는 공장신설승인 불가처분(주 1)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 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상고심 판결인 大判 1998. 2. 13, 97누12013(미공간; 
인용표시가 없는 결정이나 판결은 공간되지 아니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입수한 것임)
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이 설립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공해배출․교통복잡 등 주변환경에 심 한 향을 미치게 되며, 풍치나 미관에 크게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이 사건 토지에 하여 그 형질변경행위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 다.

3) 부산지결 1996. 8. 7, 96카합2595.
4) 부산지판 1997. 1. 17, 96카합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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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들의 항소를 기각하 다.5)

Ⅱ. 判決의 要旨

1. 原審判決의 要旨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지하수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소유 토지

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함부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함

으로써 다른 지하수 이용권자의 지하수 이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하수 이용권자는 가해자인 지하수 이용자에 하여 소유권에 

기해 지하수 개발․이용 금지 등에 의하여 그 방해의 배제 또는 그 예방을 구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아닌 지하수 원천 이용자 역시 어느 한 토지소유자가 함부로 지하

수를 개발․이용함으로써 그의 지하수 이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인 지하수 이용자에 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금지 등에 의하여 

그 방해의 배제 또는 그 예방을 구할 수 있다.

금련산에 부존하고 있는 지하수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그 지하수는 신청인들 

및 보조참가인들 뿐만 아니라 그 기슭에 생활터전을 잡고 있는 주민들과 황령산

을 찾는 등산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의 자산이다. 피신청인들은 그들의 

생활상의 수요에 응한 정도의 취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산음료 및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위하여 목표생산량 1일 500t에 이르는 량의 취수를 목적으로 취

수공 시설을 한 것이고, 이는 신청인들을 비롯한 다른 공동의 지하수 이용권자들

의 지하수 이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그들의 소유권 및 

지하수 이용권에 기하여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피신청인들에 하여 방해배

제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2. 上告理由의 要旨

피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고하 다.

첫째, 민법 제235조,6) 제236조가 규정하고 있는 원천은 샘이나 우물 등과 같

5) 부산고판 1997. 9. 25, 97나2597.
6) 이하에서 법의 명칭을 생략한 채 조항만을 표시한 것은 민법의 조항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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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지 등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지하에 부존되어 있는 

지하수는 원천의 일부가 아니다. 따라서 제235조는 샘이나 우물 등이 상린자의 

공용에 속한 경우 그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규정이고 토지의 일부인 지하수 자체

의 이용에 관한 이해를 조절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둘째, 용수권자가 제236조에 의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

하려면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피신청인 회사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원개발허가를 받아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셋째, 이 사건 지하수개발공사는 지하수를 채수하기 위한 준비행위이지 채수행

위 자체는 아니므로,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공사행위 자체만으로는 용수권의 침

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하수의 다량취수를 금지하거나 판매를 금지하

는 명령이라면 몰라도 이 사건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잘못이다.

3. 大法院判決의 要旨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토

지 소유자는 법률의 제한 범위 내에서 그 소유 토지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하

수를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소유권 방해제거․예방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14조의 규정과 용수장해로 인한 용수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원상회

복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3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토지 소유자가 새

로이 지하수 개발공사를 시행하여 설치한 취수공 등을 통하여 지하수를 취수함

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부터 인근 토지 내의 원천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 토지 소유자의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 장해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생활용수 방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인근 토지 소유자는 그 생활용수 방해의 제거(원상회복)나 예방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評 釋 ]

Ⅰ. 問題의 提起

흐르는 물은 누구의 소유인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어느 누구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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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할 수 없는 것이 물이 아닐까. 물은 흐르다가 증발하 다가 다시 내린다. 이와 

같이 증발, 침수, 유수를 반복하는 현상을 水文學的 循環(hydrologic cycle)이라고 

부른다.7) 민법은 사람이 아닌 물건을 소유의 객체로 삼고 있으나, 유체물이더라

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다.8) 컵 안에 있는 물이나 

생수병에 든 물이라면 일반적인 소유권의 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물이나 

바다가 사적인 소유의 상이 될 수 없듯이, 흐르는 물을 법으로 재단하여 소유

의 객체로 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에 관한 장에 있는 상린관계 부분에서 물의 이용에 관하여 

16개 조문을 두고 있다(제221조 내지 제236). 물은 땅 위에 있는지, 땅 속에 있

는지 여부에 따라 지표수와 지하수로 구분해볼 수 있다. 민법 규정은 부분 지

표수에 관한 것이고, 지하수에 관련된 것으로는 원천이나 수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제235조와 제236조에 불과하다.9) 민법을 제정할 당시 지하수에 관한 분쟁

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물부족 현상으로 말미암아 

지하수 개발이 중요해졌고, 최근에는 지하수를 량으로 채수하여 이를 가공, 판

매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수에 관한 법적 규율은 더욱 중요

하게 되었다.

연구 상판결(이하 ‘ 상판결’이라고 한다)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먹는샘물 제조

판매업을 경 하기 위하여 취수공을 통하여 량의 지하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그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

고 있다. 법원은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로 공사중지청구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용수의 용수권과 그 침해에 관하여 정하

고 있는 민법 제235조, 제236조와 함께, 소유물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정

하고 있는 민법 제214조를 그 근거조문으로 제시하고 있다.10)

7) 상세한 것은 具然昌, “民法上의 地下水利用權 ―그 槪念定立을 위한 한 試圖―”, 勞
動法과 現代法의 諸問題(南觀 沈泰植博士 華甲紀念), 법문사, 1983, 228면 이하; 具然
昌․元學喜․權五乘, “地下水汚染의 防止對策”, 環境法硏究 제7권, 1986, 83면 이하.

8) 제98조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한다. 물은 유체
물에 속하는데, 이 경우에도 관리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물건으로 취급한다. 郭潤直, 
民法總則, 제7판, 박 사, 2002, 168면.

9) 이 규정은 구민법, 즉 의용민법에는 없던 규정으로 현행 민법 제정 당시 신설된 것이다.
10) 상판결에 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한 재판연구관의 해설이 공간되어 있다. 劉南碩, 

“土地 所有者의 生活用水 妨害除去 및 豫防請求權”, 대법원판례해설 제30호(98년 상
반기), 법원 법원행정처, 1998, 1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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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235조와 제236조는 원천이나 수도에 관한 것인데, 지하수에 해서도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다음으로 제235조는 용수권과 수인의무에 관해서 규정하

고, 제236조는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에서 

방해금지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214조는 

소유권에 관한 것인데, 지하수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속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지하수의 이용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소유물방해배제

청구권과의 관계에 관하여 검토한 다음, 상판결의 의미와 그 이후의 판례의 전

개에 관하여 되새겨 보고자 한다.

Ⅱ. 地下水 利用權에 관한 民法의 規律

1. 地下水의 定義

지하수에 관하여는 지하수법11)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제2조 제1호에

서 “地下水”라 함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하수를 포함하고 있는 암석 또는 토양층을 삼투 (滲
透帶)라고 하고, 삼투  중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양의 물을 

공급하는 암석층을 수층(帶水層)이라고 한다.12)

2. 地下水와 土地 所有權

우리 나라에서는 지하수에도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스위스민법을 본받아 제정되었기 때문에, 스위스 민법의 관련 규

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민법 제212조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13) 이와 유사한 규정이 프랑스민

법14)과 독일민법15)에도 있으나, 위 두 민법전보다 나중에 제정된 스위스민법 제

11) 1993년에 제정되었고, 1997. 1. 13. 전면 개정되었으며, 그 후에도 몇 차례 개정되었다.
12) 具然昌(주 7), 229면 이하.
13) 일본민법 제207조는 “토지소유권은 법령의 제한 내에서 지상․지하에 미친다”고 규정

하고 있다.
14) 프랑스민법 제552조는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한 소유권을 포함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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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조가 우리 민법의 규정에 직접적인 향을 미쳤다.16) 스위스민법 제667조 제

1항은 “토지에 한 소유권은 소유권의 행사가 이익이 있는 한도에서 상하로 공

중과 토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것은 법률적 제한의 유보 하에 모

든 건축물, 식물과 원천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민법 제705조

는 원천과 지하수에 관해서도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원천(Quellen)은 토

지의 구성부분이고, 단지 용출하는 토지와 함께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항), 지하수(Grundwasser)도 원천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제3항).

독일민법에는 지하수가 토지소유권에 속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초

기의 판례에서는 지하수에도 토지소유권이 미친다고 보았으나, 독일연방헌법재판

소는 1981년 지하수가 독일민법 제905조의 지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

다.17) 이 판결은 聯邦法과 洲法(Landesrecht)의 권한에 관한 규범에 한 역사적 

해석(historische Interpretation)의 방법으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즉, 독

일민법 시행법(EBGB) 제65조는 水法(Wasserrecht)의 규율은 명백하게 각 주들에 

위임하 다.18) 따라서 독일민법 시행 이래 지각에 한 토지소유자의 법률관계는 

독일민법 제905조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지하에서 흐르는 지하수의 법질서는 각

주의 입법에 유보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민법 제905조는 지하수에는 미치지 않는

다.19) 한편 제2차 세계 전 후에 제정된 독일 기본법에 의하면, 水法은 원칙적으

로 주법이고, 연방의 입법권한은 기본틀(Rahmen)에 관한 규정의 공포에 한정된

다(독일 기본법 제75조 제1항 제4호. 또한 제74조 제1항 제18호, 제21호). 연방법

인 물관리법(Wasserhaushaltsgesetz)은 지표수와 지하수로 구분하고(제1조), 모든 

지표수와 지하수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허가(제7조)나 동의(제8조)가 필요

하다고 한다.20)

15) 독일민법 제905조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지표 위의 공간과 지표 아래의 지각
(Erdkörper)에 미친다. 그러나 소유자는 그 배제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높이 또는 깊
이에서 행하여지는 간섭을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郭潤直, 物權法, 신정수정판, 박 사, 1999, 236면.
17) BVerfGE 58, 300, 332f. = NJW 1982, 745ff.
18) 독일 민법 이유에서 “水法의 규율은 그 모든 범위에서 주의 입법에 유보되었다”고 한

다. Mugdan, Die Gesamten Materialien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für das Deutsche 
Reich, Bd. Ⅲ, Sachenrecht, 1899, S. 588(Motive Ⅲ, 3551).

19) MünchKomm/Säcker (4. Aufl., 2004) § 905, Rn. 5; Palandt/Bassenge (61. Aufl., 2002) 
§ 905, Rn. 2;

20) Baur/Stürner, Sachenrecht, 17. Aufl., 1999, § 27 Ⅵ(S. 43ff.).



金 載 亨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2호 : 377∼396384

우리 나라에서는 제212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지하수에도 미치고, 지하수

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1)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토

지소유권에 기하여 그 토지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지하수를 토지의 구성부분에서 제외하 으나, 이러한 

논리를 우리 나라에서 그 로 수용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지하수에 관한 규율은 독일민법이 아니라 각주의 법령에서 규율해야 한다고 정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그러한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이 지하수에 미치더라도 이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로 제한된다. 지하수법 등 공법 규정이 지하수에 한 소유권의 한계로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지하수는 다른 토지의 지하수와 맥을 이루어 흐르고 있으므로 특

정 토지소유자가 지하수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다른 토지의 지하수가 수량이 감

소하거나 고갈하는 경우가 있다. 지하수를 과도하게 이용함으로써 타인의 지하수 

이용을 방해하게 되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22)

그러나 지하수를 일률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한 내용으로 보는 태도에 관해서

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23) 지하에 고여 있는 물은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하에서 흐르는 물을 독점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地下水 利用權

제235조는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

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한다. 이는 서로 이웃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용원천이나 공용수도를 

용수할 권리가 있으나 타인의 용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상린관계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제236조는 용수권 침해에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제1항)과 원상회

복청구권(제2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24)

21) 高翔龍, 物權法, 법문사, 2001, 254면; 金曾漢․金學東, 物權法, 제9판, 박 사, 1997, 
255면; 李銀榮, 物權法, 개정판, 박 사, 2000, 476면; 郭潤直 편, 民法注解(V), 1992, 
170면, 322면(金相容 집필).

22) 郭潤直, 物權法, 제7판, 2002, 174면; 民法注解(V), 170면(金相容 집필).
23) 이 점은 민법 제정당시에 이미 지적된 바 있다. 民事法硏究會, 民法案意見書, 일조각, 

1957, 91면(崔栻 집필).
24) 이 규정은 스위스민법 제706조, 제707조를 본받아 제정된 것인데, 스위스민법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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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에서 수도는 펌프 등과 같이 지하수의 용출이나 인도를 위한 시설을 

말하는데, 원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된다. 원천을 지하로부터 자연적으로 

용출하는 샘에 한정하는 견해도 있다.25) 그러나 원천은 자연히 용출하는 샘과 인

공적으로 용출시키는 우물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26) 이 규정의 문언에서 인

공적인 시설을 통해서 지하수를 용출시키는 경우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현  사

회에서는 인공적인 시설로 지하수를 용출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상린자들의 지하수 이용권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원천의 의미

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235조는 “… 원천이나 수도를 … 용

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용수할 권리”는 물을 이용하

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원천에 있는 물이나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천, 즉 샘이나 우물을 통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235조의 상린자의 지하수 이용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먼저 

관습법상의 원천․수도사용권이라는 독립한 물권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27) 이 

견해는 원천․수도가 있는 토지가 원천․수도의 사용권자를 위하여 편익을 공여

할 부담을 지는 일종의 人役權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28) 그리하여 원천, 수도

사용권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지만, 장기간의 관행에 의하여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인데, 관행에 기한 원천․수도사용권은 원천․수도의 사용이 장기간

에 걸쳐서 반복되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승인됨으로써 하나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29) 이에 하여 위 견해가 자기 소유의 토지인지 

타인 소유의 토지인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 자기 소유의 토지 아래

밖에도 여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25) 郭潤直(주 22), 174면; 金容漢, 物權法論, 재전정판, 박 사, 1993, 261면; 張庚學, 物
權法, 법문사, 1985, 428면.

26) 金曾漢․金學東(주 21), 344면; 民法注解(V), 325, 342면(金相容 집필); 朴駿緖 편, 註
釋 民法[物權(1)], 제3판, 2001, 620면(李相泰 집필); 具然昌(주 7), 232면; 劉南碩(주 
10), 17면 이하.

27) 金曾漢, 物權法講義, 박 사, 1984, 244면; 金曾漢․金學東(주 21), 344면. 원천․수도
사용권은 토지 소유권이나 이용권이 없는 사람도 가질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권의 내
용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同書, 340면).

28) 金曾漢․金學東(주 21), 344면. 具然昌(주 7), 235-237면도 지하수 이용권을 소유권과
는 별개의 독립적 재산권으로 파악하지만, 다만 그 성격을 지역권이라고 한다. 具然
昌, “民法上 水法關係의 體系論的 考察”, 慶熙法學 제20권 1호, 1985, 32면.

29) 金曾漢․金學東(주 21), 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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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고 다만 제235조에 

의하여 이용되는 상린자의 지하수 이용권만이 인역권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30) 이와 달리 지하수 이용권을 토지소유권과는 별개 또는 이를 제한하는 존

재라는 견해31)가 있는데, 이 견해는 명확하지 않지만 지하수 이용권을 물권이라

기보다는 상린관계의 일종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넓은 땅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원천이나 수도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예컨  아주 작은 섬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원천이나 수도의 이

용권을 독립된 권리로서 양도할 수 있고, 오랫동안 원천이나 수도를 이용함으로

써 관행적인 원천․수도 이용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물권으로서 토

지의 소유권과 별도로 공시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32)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가 많을 것이다. 현행법 하에서 타인의 토지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33) 그

러나 제235조의 상린자의 지하수 이용권은 독립한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

린자들이 지하수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

는 상린자들을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지역권과 구별하여 人役權의 성질을 갖는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린자의 지하수 이용권을 소유권과 독립된 권리로 볼 

필요는 없고 상린관계에서 제235조에 따라 소유권의 내용이 확장되는 경우로 파

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한편 온천수34)는 그 재산적 가치로 말미암아 고유한 법리가 발전되어 있으나, 

지하수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례

는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 또는 준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원천

을 굴착하여 지하에서 용출하는 온천수를 가리켜 제235조나 제236조에 규정된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35) 그러나 토지 소

30) 李英俊, 韓國民法論[物權編], 신정2판, 박 사, 2004, 409, 436면; 郭潤直(주 22), 174
면; 民法注解(V), 328면(金相容 집필); 張庚學(주 25), 428면; 註釋 民法, 621면(李相
泰 집필).

31) 金容漢(주 25), 261면.
32) 용수권의 양도에서는 용수권을 양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 물권행위가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金曾漢․金學東(주 21), 345면.
33) 민법 제297조는 用水地役權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4) 온천법 제2조는 “온천”을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

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5) 大判 1970. 5. 26, 69다1239(집 18-2, 민 59); 大判 1972. 8. 29, 72다1243(집 20-2, 민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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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에게 온천수 샘에 한 용수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36) 온천수를 지하수의 

일종으로 보아 토지소유자가 온천수에 한 지배권이 있다는 하급심판결이 있

다.37) 또한 大決 2003. 5. 17, 2003마543(공 2003, 1330)은, 온천공이 있는 토지

의 공유자인 신청인이 위 온천공에 아무런 사전 동의나 사후 승낙 없이 양수시

설을 설치하고 온천수를 용출하여 판매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인 피신청인에 

하여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 다. 그 근거

로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에는 지분소유권에 기한 현실적인 방해배제청구권 이외

에 장래의 방해예방청구권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가처분은 피신청인의 적극

적인 침해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신청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

수단으로서 단순한 부작위 명령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용수권자가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원천, 수도가 있는 토지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문제된다. 용수권자는 원천, 수도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원천, 수도

가 있는 토지에 한 사용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38) 그러나 이는 소극적인 이

른바 출입권으로서 적극적인 점유사용권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39) 大判 1967. 

5. 16, 67다435(집 15-2, 민 9)는 “본건 우물이 민법 제235조에서 말하는 상린자

의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라 하여도 동조는 상린자의 용수권을 규정하 을 뿐이

요, 원천기지와 그 위요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용수권자에게 인정한 취지가 아니”

라고 판결하 다. 용수권자가 원천기지 등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는 없겠지

36) 大判 1971. 4. 30, 71다586(집 19-1, 민 419)은, “본건 가처분의 피보존권리는 피신청
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온천지 에 설치한 온천수 샘에 한 용수의 권리이며,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 등은 인근의 여러 여관에 온천수를 보내고 목욕탕을 운 하고 있으
며, 또 음료수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신청인등의 본건 온천수 샘 굴착공사로 인하여 
피신청인 등의 온천수가 인체에 해독을 주는 약물로 오염되고, 흙탕으로 탁수가 되는 
등 피신청인 등이 침해된 온천수의 용수의 권리는 그 성질상으로나 변론의 전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으로 보아도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 다. 이 
판결은 온천에 관한 권리를 물권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나, 온천수 샘에 한 용수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37) 전고판 1976. 3. 24, 75나133134(高集 1976 민(1), 321)는, 온천권이 토지소유권과 
독립되는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볼만한 관습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데다가 
온천수도 지하수의 일종이고 온천수의 용출 및 인수에 관한 시설이 그 토지상의 건물
에 상용되는 것인 이상 그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종물로서 그 토지
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온천수와 그 용출 및 인수시설에 관한 지배권도 아
울러 취득하는 것이라고 하 다.

38) 金曾漢․金學東(주 21), 345면; 張庚學(주 25), 429면; 民法注解(Ⅴ), 343면(金相容 집필).
39) 李英俊(주 30), 4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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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곳에 출입하여 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Ⅲ. 地下水 利用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手段 

―妨害禁止請求權의 허용여부―

1. 損害賠償과 原狀回復

제236조 제1항은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

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존이용권 존중의 원칙을 정한 

것이라고 한다. 제236조 제2항은 위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생활용수우선의 원칙을 정한 것이라고 한다.

토지소유자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원

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제235조는 상린자에게도 용수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있는 토지와 이웃하고 있는 사람도 제236조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다.40)

용수장해는 지하수 이용권자의 이용을 저해하는 장해를 말하며, 단전, 단수 뿐

만 아니라 오염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236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기타 공사를 넓게 이해하여 우물이나 수도의 설치 등 지하

수의 용수장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한다. 새로 지하수개

발공사를 시행하여 개발된 원천을 통하여 지하수를 용출시켜 사용함으로써 기존

의 용수권자에게 용수장해가 생긴 때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41)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원상회복청구권은 용수장해가 상린관계에

서 인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고, 행위자의 고의․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42)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은 무과실책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0) 劉南碩(주 10), 26면.
41) 具然昌(주 7), 247-248면; 劉南碩(주 10), 26면.
42) 스위스민법 제706조 제2항은 원천과 수도의 단수 등으로 인한 손해가 고의 또는 과

실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피해자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은 그 재량
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규정에 따른 손
해배상이 무과실책임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2005. 6.]  土地와 물 : 地下水 利用權에 관한 妨害排除請求權 389

원천이나 수도가 공사로 인하여 필요한 용도에 장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생

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용수권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

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43) 제235조와 제

236조의 문언에 비추어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용수장해의 경우에 손해배상과 원

상회복이라는 두 가지 구제수단이 인정되나, 구제수단에 따라 그 요건이 달라진

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다.

우리 나라에서 원상회복이라는 용어가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제23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상회복은 생활용수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장해가 

없었던 원래의 상태로 회복한다는 의미이다.44) 甲이 음료수로서 사용하여온 우물

이 乙이 새로 판 우물 때문에 음료수에 지장이 생긴 때에는 甲은 乙에 하여 

그 우물을 메울 것을 청구할 수 있다.45) 공사 자체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만들 

필요는 없고, 생활용수의 장해가 없을 정도로 복구하거나 보완공사를 하는 것으

로 충분하다.

그런데 공사 등으로 생활용수에 장해가 현실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그 

장해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조항에 의하여 새로운 지하수개발공사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생활용수 목적의 지하수 이용권을 실효성있

게 보호하기 위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생활용수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46)가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위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 으므로, 생활용수의 

장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원상

회복이라는 용어의 의미에도 합치된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경우에도 방해제거와 예방을 구분하고 있다. 방

해제거라는 의미가 원상회복에 응하는 것이고 방해예방은 금지청구에 응하

는 것으로, 원상회복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원상회복

만을 정하고 있고 예방청구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에 

기하여 지하수의 용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43) 具然昌(주 7), 239면; 民法注解(V), 344면(金相容 집필).
44) 스위스민법 제707조 제1항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래 상태로의 회복

(Wiederherstellung des früheren Zustand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45) 金曾漢․金學東(주 21), 345면.
46) 具然昌(주 7),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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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所有物妨害除去 및 妨害豫防請求權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자는 제214조에 기하여 지하수 이용을 방해하는 자에 하여 소유

권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6조에서 용수권에 관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2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47)

토지소유자의 새로운 지하수개발 및 용수로 인하여 기존에 이미 지하수를 이

용하고 있던 인근 토지소유자의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긴 경우, 인근 토지소유자

는 제236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에 제

2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와 같이 볼 필요는 없고 지하

수의 과도한 이용으로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용수장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제214조의 소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유하천용수권에 기한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에 관한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大判 1965. 11. 30, 65다190148)은 공유하천에 한 용수권에 관한 

것인데, 농지 소유자에게 방해금지 및 방해예방청구를 인정하 다.

“공유하천으로부터 농지에 관개하기 위하여 인수하는 관행이 있을 때에는 

그 농지소유자는 관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수할 수 있는 용수권을 취득하

며,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나라 일반의 관습이라 할 것

이고, 한발이 든 해에 양수기 등 시설이 있음으로써 용수권이 침해당할 상태에 

있으면 한발이 들지 않는 해에는 현실적인 침해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용수

권자는 상류에서 양수기 등 시설을 설치하여 인수하고자 하는 자에 하여 그 

시설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한발의 해에 하류용수권자의 관개용수에 침해, 즉 지장이 있을 때에는 평

년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도 용수의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고 또 이 사건 원고

의 청구는 장래 한발의 해가 닥칠 경우를 위한 방해예방의 청구도 포함하고 있

47)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들에서 실질적으로 방해배제청구를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규정들이 제214조에 한 특별규정이라고 하고, 이 규정들이 있다고 하여 제214조
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民法注解(V), 239면(梁彰洙 집
필). 다만 위 글에서는 제236조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48) 법고을LX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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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합리적인 근거(예컨  관상 의 기

상자료 등)에 의하여 한발의 해의 기준을 확정한 후 이 때에 있어서의 원고 용

수에 지장이 있는 여부를 심리판단하 어야 할 것이다.”

이 판결에서 공유하천에 한 용수권에서 방해배제 및 예방청구권을 도출한 

것인지, 농지 소유권에서 위와 같은 권리를 도출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공

유하천에 관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이 판결이 농지

소유자에게 용수권 침해에 한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인정하 다는 점

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판결의 논리는 지하수 이용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서 지하수를 과도하게 이용함으로써 인접 토지 소

유자의 지하수 이용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소유권의 소극적 침해(negative 

Einwirkung)49)라고 한다. 따라서 제214조와 제236조는 경합하여 적용될 수 있다

고 보아야 한다. 한편 생활용수의 장해가 없다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 

방해제거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236조에서 정한 원상회복의 

요건은 제214조의 방해제거의 요건을 판단할 때에도 향을 미친다.

그러나 생활용수가 아닌 다른 목적의 용수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36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경우에는 고의, 과실은 

문제되지 않는다. 만일 방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

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제23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3. 對象判決의 검토

상판결은 토지소유자가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경 하기 위하여 수원개발공

사를 하여 설치한 취수공을 통하여 량의 지하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종전

부터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던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생활용수 방해예방청구권을 

49) 소유권 침해를 적극적 침해, 소극적 침해, 정신적 또는 미학적 침해로 구분할 수 있
다. 소극적 침해는 자신의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이웃 토지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령 일조권 침해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관하여는 民法注解(V), 245
면 이하(梁彰洙 집필); 金載亨, “所有權과 環境保護 ―民法 제217조의 意味와 機能에 

한 檢討를 중심으로―”, 民法論 Ⅰ, 박 사, 2004, 13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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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 다. 토지소유자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으나, 이는 私法상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50) 제235조는 공용수의 용수권에 관

하여 규정하고, 제236조는 생활용수에 관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을 뿐이며, 방해예방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이 판결

은 생활용수의 방해에 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근거를 위 규정들과 

함께 제214조의 소유물방해배제청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에 의미가 있다.

소유권과 소유권이 충돌하는 사안에서 환경침해에 한 금지청구의 근거를 환

경권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찾은 것은 법원 1995년 판

결 이래 일관된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51) 이 판결은 지하수에 해서도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 다는 점에서도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다.

Ⅳ. 對象判決 이후의 展開

상판결은 지하수 이용권에 관한 중요한 판결로서 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필자도 상판결을 인용하고, 그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

한 바 있다.

50) 大決 1995. 5. 23, 94마2218(공 1995, 2236)은, 행정법규나 행정관청의 허가가 사법상
의 청구권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다. 행정법규나 행정관청의 허가가 사법상
의 청구권에 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金載亨(주 49), 153-156면 및 
그곳에 인용된 문헌도 참조.

51) 大判 1995. 9. 15, 95다23378(공 1995, 3399) 등 다수의 판결이 있다. 이와 달리 소유
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와 함께 환경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도 인정한 하급심판결이 
있다. 청주지판 1998. 2. 26, 97카합613(下集 1998-1, 292)은 충북 괴산의문장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그 근거로 환경권과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공사중지청구권을 인정하 다. 첫째, 이 판결은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할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하 는데, 그 
근거로 헌법 제35조 제1항의 정신에 따른 환경정책기본법 및 먹는물관리법의 규정 취
지와 조리를 들었다. 둘째, 이 판결은 “수인한도를 넘는 토지사용이나 생활환경에 관
한 이익의 침해”에 하여는 민법 제217조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
고, 그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214조에 기하여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하 다. 또한 부산지판 1998. 9. 15, 97카합9776(법률신문 1998. 10. 5. 자, 11-12면)은 
피신청인들이 해운  주변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행위에 하여 신청인들이 이
웃거주자로서 제217조에 근거하여 위 건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
는데, 신청인들뿐만 아니라 일반공중의 환경적 이익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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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6조는 용수장해로 인한 용수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원상회복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생활용수의 방해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는 않다. 그리하여 이 판결은 생활용수의 방해예방청구권의 근거로 소유권 방

해제거․예방청구권에 관한 제214조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용수를 이용

하는 것도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그리고 용수장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바람직하고, 원

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적인 원상회복청구권만으로

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방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

한 방해예방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52)

그 후 이와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즉, 大判 1998. 6. 12, 98두6180(공 

1998, 1904)은, “어느 토지 소유자가 새로이 지하수 개발공사를 시행하여 설치한 

취수공 등을 통하여 지하수를 취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부터 인근 토지 내의 

원천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 토지 소유자의 음료수 기타 생활

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 장해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생

활용수 방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인근 토지 소유자는 그 생활용수 방

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논리는 

지하수를 토지 소유권의 일부로 본 판례와 통설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53)

그러나 지하수에 하여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라는 

한계설정의 문제가 있다.54) 이 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52) 金載亨(주 49), 166면.
53) 최근 문제되고 있는 도룡뇽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수

인한도에 관한 판단은 개별 사례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부산고결 2004. 11. 29, 
2004라41, 42는 천성산 터널 부근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신청인 사찰들이 위 
터널 공사의 중지를 청구한 부분에 한 판단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 다. 위 
터널 굴착 공사는 경부고속철도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건설행위로서 그로 인해 얻을 
공공의 이익은 실로 막 해 보이고, 그 굴착 공사로 초래될 환경침해의 개연성은 현
저히 낮아 현저히 낮은 개연성을 가진 환경침해 불이익을 내세워 막 한 공공의 이익
을 외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위 공사가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환경이익의 침해행
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 다. 또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다는 이유로 도
롱뇽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 고, “도룡뇽의 친구들”이라는 환경단체가 자연방위권에 
기한 신청도 위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 다.

54) 윤철홍, “지하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比較私法 제8권 1호(상)(통권 14호), 2001. 
6, 245면은 지하수를 공유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朴均省, “현행 地下水法의 
몇 가지 法的 問題”, 環境法硏究 제19권(1997), 119면은 지하수 중에서 토지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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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우선 헌재 1998. 12. 24, 98헌가1(헌공 제31호)은 지하수를 공공재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에서는, 구 먹는물관리법55) 제28조 

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에 관한 부과처분

을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

로 합헌이라고 판단하 다.

“최후의 수자원이라고 불리우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이고, 적절한 관리․보

전없이는 고갈되고 마는 유한한 자원이다. 국가는 이와 같이 귀중한 지하수자

원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고갈․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과 지하

수법 등 관련법규를 통하여 지하수의 관리․보전에 나서고 있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이러한 국가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먹는

샘물용으로 지하수가 과도하게 개발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 제120조는 제1항에서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

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조항에 따라 국가는 자연자원에 관한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지는 한편 자연자원에 한 보호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

러므로 자연자원인 지하수의 이용에 관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수단을 동원하더

라도 그것이 자연자원에 관한 국가적 보호조치의 일환으로서 의도되었고 그 방

법상 다른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헌법상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

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헌법조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

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며, 국가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과 환경침해적 행위를 억제하고 환경보전에 적합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

으로 수질개선부담금과 같은 환경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국유에 속한다고 한다.
55) 1995. 1. 5. 법률 제4908호로 제정되고 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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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大判 2001. 10. 23, 99두7470(공 2001, 2570)은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지하수와 이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를 구분하고 있다.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향을 미치지 아

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소유

권에 부수(附隨)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 개발․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자

원으로서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감시․감독․이용제

한․공동이용 명령․허가취소 등 공적 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하고 있

다”56)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 개발․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소유권이 이

전된다고 하여 허가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권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당

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하거나 인접한 수층을 가진 지하수의 개발․이용은 서로 향을 미

치게 되어 후에 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기존 이용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여 배타적 개발․이용을 허용할 수는 없고, 또한 그 지하수 부존량이 풍

부하여 기존 이용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총취수량이 

적정 개발취수량을 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설령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수층을 가진 지하수를 이

용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개의 지하수공을 굴착하여 개발․이용하게 하는 것보

다는 하나의 지하수공으로 충분하다면 기존의 지하수공을 통하여 지하수를 개

발․이용하게 함이 지하수의 적정량 개발 원칙, 지하수의 자원 보존과 관리, 오

염방지, 지반 침하 방지,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도 바람직하다.”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결을 보면, 지하수를 보는 기본시각이 변

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내

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

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 민법도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56) 그 근거 법규정으로 구 지하수법(1999. 3. 31. 법률 제5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구 제
주도개발특별법(2000. 1. 28. 법률 제624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를 든다.



金 載 亨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2호 : 377∼396396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1조). 특

히 지하수와 관련하여 헌법 제120조에서 특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지하수법의 제정 등으로 지하수에 관한 법은 공법과 사법의 경계 역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

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수에 관한 법률로써도 토지 소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률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하수에 관한 법리는 입법과 판례를 통하여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그 기본적

인 출발점은 소유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지하수의 경제적 가치가 커져감에 따라 

지하수에도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는 법리가 무조건 통용될 수 없는 단계에 도달

하 다. 자연의 흐름 속에서 물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자연

의 법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지하수는 토지 아래에 있는 물이라고는 하지

만, 그 종류나 형태가 다양하다. 지하수에 관한 근본적인 성찰을 토 로 한 연구

가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