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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법상 공익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 전공

최 명 지

행정작용을 다툴 자격을 누구에게 어떠한 기준에서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

가 원고적격론이다.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원고적격

은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개입 범위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대법원의 원고적격 기준으로는 환경훼손, 세금의 부적절한 사용과 같이 

불이익이 대중에 분산되어 있고 손해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원고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대법원은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원고적격을 

일관하여 부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장관 등 공공기관이 일반 국

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개별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행정

작용을 다툴 필요성은 있으나 다툴 원고를 찾지 못하는 공백 상황이 발생하

고 있고, 단체와 공공기관의 소송수행이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다수자의 이익을 보다 적절히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원고적격론을 

다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인이 공익적 목적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영국 최고법원은 소송의 공익

적 성격, 원고 및 원고 단체의 소송수행 능력, 원고가 단체일 경우 원고 소

속 회원의 이익, 사안을 다툴 다른 적절한 원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적 불이익까

지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원고가 여가활동을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였거나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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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인정하고 있어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한다. 

나아가 미국 연방대법원은 단체의 구성원 중 원고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있고 소를 통해 보호하려는 이익이 단체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는 경우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단체를 통해 문제상황을 다툴 길을 열

어두고 있다. 한편 영국과 미국은 공공기관의 공익을 위한 소제기 역시 폭넓

게 인정한다. 영국은 관련자소송이라는 특유의 제도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소제기를 인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독자적인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가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주의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원고적격 기준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행

정소송법 제12조의 개정 및 개별 공익소송제도의 도입 논의가 꾸준히 제기

되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할지에 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

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원고적격을 확대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검토한다. 법체계 전체의 관점에서 법적 이익을 판단할 경우, 원고적격 심사

에 있어 개별 법률인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구애받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

의 주관적 이익과 더불어 법질서 전체에서 사안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및 원고가 이를 다툴 적절한 자인지를 심사하게 된다. 이때 사안의 특성에 

따라 원고와 사건의 관련성을 3단계로 분류하여 판단한다. 특히 다수의 국민

이 손해를 입고 있으나 그 손해의 개별성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경우(3단

계), 사안이 공익적으로 중요하고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며 원고 외에 이를 

다툴 다른 적절한 자를 찾기 어렵다면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주제어: 원고적격 확대, 공익소송, 법률상 이익, 사실상 손해, 사법심사청구소

송, 충분한 이익 

학  번: 2017-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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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행정작용을 다툴 자격을 누구에게 어떠한 기준에서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

가 원고적격론이다.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 속에서, 행정소송

의 원고적격은 결국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개입 범위와도 깊은 관련을 맺

고 있다. 행정소송법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데(제12조), 대법원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

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이익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

하여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일 것을 요구하는 확고한 입

장을 취한다.1) 그런데 환경훼손, 세금의 부적절한 사용과 같이 불이익이 대

중에 분산되어 있고 손해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 현행 대법원의 해석상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적절한 원고를 찾기는 쉽지 않다. 

예컨대 환경상 이익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환경단체의 구성

원이거나 환경단체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환경영향

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다는 점을 원고 스스로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2) 이에 환경영

향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주민은 원고적격의 심사단계에서 환경상 이

익의 침해를 증명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관련하여 최근 법원이 기존 원고적격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이

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흥미로운 사안이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

는 주민이 설악산에 신규 케이블카 노선(삭도)을 설치하는 설악산국립공원계

획 변경고시를 다툰 사안에서, 원고가 “(자연환경영향검토 또는 환경영향평

가)대상지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사람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설악산의 

 1)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등.
 2)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

고 2006두1400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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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존 및 설악산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보전을 인생의 과업으로 삼으면

서 자신의 일상을 설악산의 방문과 보호활동에 바치고 있”다는 점, “설악산 

및 산양 등 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들인 노력과 시간은 직업활동에 준하

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이고 그와 같은 활동에 기초하여 원고가 

“얻어 온 자족감과 성취감 역시 일반인들이 직업에 관하여 얻는 정도에 이

르렀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환경상 이익의 보전에 근거하여 

특별한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고 있으므로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이 있

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3) 

특히 위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환경평가 대상지역이 인적이 드문 산 

속에 위치할 경우 거주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애당초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현실적 사정을 고

려하였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객관소송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 주관소송의 형태를 통하여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처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와 같

이 어떠한 환경상 이익의 보전에 근거하여 특별한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고 

있는 경우 이를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필요

도 크다”고 판시하여 현행 원고적격론의 한계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담아내

고 있다.4)

개별 주민이 분쟁을 다툴 가장 적절한 자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개별 주민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증명할 전문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역을 이전할 경우 소송에 참여할 이해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오히

려 환경상 피해를 증명할 전문성, 소송에 대한 공익적 관심, 성실한 소송수

행의 기대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개별 주민보다는 환경단체가 보다 분

쟁을 다툴 적절한 지위에 있다. 이처럼 오늘날 분쟁상황에서 침해의 발견과 

 3) 서울행정법원 2019. 1. 31. 선고 2015구합130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누
37501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되었으나, 2019. 11. 19.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되었

다.
 4) 서울행정법원 2019. 1. 31. 선고 2015구합13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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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을 위해서는 해당 문제에 전문성을 지닌 시민단체, 이익단체, 전문가 등

이 나설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단체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고 단체 스스로의 설

립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단체 그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요양급

여비용을 정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개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원고적격

을 부인하였다.5)

나아가 현행 대법원의 해석론 하에서는 그 누구도 분쟁상황을 다툴 수 없

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최근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한

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여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보장대상

에 포함되도록 정한 고시가 문제된 사안 및 한방물리요법인 추나요법의 건

강보험적용에 관한 급여기준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사단법인 의사협회

와 소속 의사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 전부의 원고

적격을 부인하였다.6) 만약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급이 부적

절하다고 가정해 본다면 다수의 국민이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지만, 경업

자인 의사 및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원고적격이 

부인되어 이를 적절히 다툴 원고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현행 대법원의 해석만으로는 원고적격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

이어서, 행정작용을 다툴 필요성은 있으나 다툴 원고를 찾지 못하는 공백상

황이 발생한다. 나아가 이익단체, 시민단체의 소송수행이 행정작용으로 인하

여 불이익을 받을 다수자의 이익을 보다 적절히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 행정소송에서 기존 원고적격론을 다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현행 대법원의 해석을 비판하며 영국 최고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해석론을 소개하거나, 입법적 한계를 지적하며 영국과 미국의 유사 제도를 

 5)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6) 서울행정법원 2018. 7. 20. 선고 2017구합7806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5. 선고 2019구합 60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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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온 바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행정소송

의 원고적격 이론이 어떠한 맥락에서 발전하였는지 살펴보고 선행연구에 대

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한국에의 시사점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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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

본 논문은 공법상 공익소송에 관한 영국와 미국의 원고적격 이론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개인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대중에 대한 불이익이 문제되는 현대적 의미의 행정소송에서 영국 최고법원

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검토하고, 이론적･제
도적 보완노력과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그런데 공익의 개념 정의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익소송

이 무엇인지를 통일된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공익을 설명하는 다

양한 방식으로, 공공에 혜택을 주는 모든 종류의 이익이라고 보는 견해,7) 사

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잘게 쪼개져 사회 구성원 개개

인에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익으로 보

는 견해,8) 사회구성원의 공동이익으로 보는 견해9), 개개인의 이익의 합으로 

보는 견해10), 이익상황이 특정한 법적 주체의 개별적 이익에만 관련되는 것

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 기타 사회의 여러 공공영역, 계층 또는 집단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져야 할 때의 공동체의 이익”으로 

보는 견해11)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익소송의 관점에서 불특정 다수와 관련되어 있고 공동체

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을 공익이라 정의한다. 따라서 소송의 목적 및 이에 

따른 결과실현에 공동체를 위한 공익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익

적 소제기로 본다. 예를 들어 소를 제기한 주된 목적이 사익에 있다고 하더

 7) 이석태·한인섭 대표편집,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경인문화사, 2010, 20쪽.
 8) 서원우, “공공소송에 관한 연구Ⅰ”, 서울대학교 법학 제26권 제1호, 1985, 116

쪽.
 9) Virginia Held, The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 Interests, New York : Basic 

Books, 1970, 99-107쪽.
10) Jeremy Bentham의 견해. 이를 공익소송의 관점에서 소개한 논문으로는 김유환, 

“영미에서의 공익개념과 공익의 법문제화”,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 
2006, 52–88쪽.

11) 최송화, 공익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31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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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환경훼손, 문화재보호, 지역개발, 교육, 안전, 인종차별, 공공복리증진과 

같은 공익적 가치12)를 함께 포함한다면 이를 광의의 공익적 소제기로 부를 

수 있다. 

이처럼 소송의 목적과 결과실현에 공익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공익소송에 포함하지 않는다. 첫째, 불특정 다

수 및 공동체의 이익과 무관하게 원고가 오직 사익만을 위해 제기한 소송은 

공익소송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통제하게 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객관소송적 기능13)이 달성

되는 경우까지를 확장하여 공익소송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둘째,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자를 위해 무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보노를 

실무에서는 ‘공익소송’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소

송의 목적과 결과실현의 내용을 살필 뿐, 서비스 제공의 무상성은 공익소송

을 판단하는 요소로 보지 않는다.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는 학계 및 실무에서 풍부하게 선행연구가 진행되었

다. 선행연구 대부분은 원고적격에 대한 현행 대법원의 해석에서 비롯된 원

고적격의 한계 및 이로 인한 불합리한 공백을 지적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비

교법적 검토를 통해 원고적격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거나, 국민소송제와 같

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논의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사법

심사청구소송과 인권법 및 미국의 연방행정절차법의 도입과 해석론의 변화, 

그리고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이러한 제도와 해석론이 어떻게 변화하여왔는지

를 비교･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국과 미국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에 관한 입법, 이에 대한 

최고법원 및 연방대법원의 해석론과 그 변화를 살펴보고 현대적 행정소송에

서 이를 활용할 필요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영국과 미

12) 박균성, “행정판례를 통해 본 공익의 행정법적 함의와 기능”, 행정판례연구, 제
22권 제2호, 2017, 4쪽.

13) 항고소송의 객관소송적 구조와 기능에 관한 논의로 다음을 참조. 박정훈, 행정

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11, 158-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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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공법과 사법을 엄밀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사인을 피고로 제기

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였거나 행정작용의 위

법을 다투는 실질을 지닌 경우, 관련 판결에 나타난 원고적격의 판단법리를 

함께 소개한다.  

제1장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원고적격론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19세기 영국

의 법학자 A. V. Dicey가 강조한 법의 지배 원칙은 오늘날 영국의 원고적격 

이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1977년, 1981년 

개혁을 통해 도입된 사법심사청구소송 전후의 원고적격론을 살펴본다. 나아

가 1998년 제정된 인권법은 유럽인권협약상 권리 위반을 들어 사법심사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원고적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인권법이 

영국 행정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인권법상 원고적격에 관

한 논의를 함께 소개한다. 미국의 경우 1930년대 원고적격론의 도입배경과 

연방행정절차법의 제정, 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사인이 공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를 살펴본다. 특히 개

인에게 특정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다수의 대중에게 불이익이 분

산되어 발생한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한 영국과 미국의 해석론과 제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환경소송과 납세자소송에서 어떠한 제도와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를 살펴본다. 영

국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법무부 장관이 일정한 자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한다. 이처럼 영국의 법무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원고

적격과 함께 개별법상 불복청구의 원고적격을 개관하여 넓은 의미의 행정소

송에서 원고적격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미국의 경우 주와 의

회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공법상 공익소송에 관한 영국과 미국의 원고적격 이론이 우

리나라 행정소송에서 갖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특히 현행 원고적격 제도 및 

해석론이 가져오는 공백상황을 살펴보고, 일반적 불이익을 다투기 위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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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확대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해석론과 입법론

을 기초로 논의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원고적격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

안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공법상 공익소송에 관한 영국과 미국의 원고적격 이론에 대

한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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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영국과 미국의 원고적격론 발전과정

제1절 영국

영국은 종래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7년, 1981년 사법심사청구소송의 도입으로 행정사건에 대한 배타적 절차

가 마련되었다. 이에 사법심사청구소송의 원고적격 인정기준인 ‘충분한 이

익’(suffiecient interest)에 관한 법원의 태도를 정리한다. 한편 사법심사청구

소송 외에 개별법에서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 ‘피해를 입

은 사람’(a person aggrieved)에게 청구적격을 인정한다. 최고법원은 사법심사

청구소송의 원고적격 확대와 더불어 개별법상 불복청구의 청구적격을 함께 

확대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태도 변화를 검토한다. 나아가 1998년 제정된 인

권법은 유럽인권협약상 권리 위반을 들어 사법심사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

도록 하면서도 원고적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인권법이 영국 행정소송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인권법상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를 함께 소개한

다.

Ⅰ. 법의 지배

A. V. Dicey의 ‘법의 지배’(rule of law)와 의회주권의 원칙은 영국의 행정

소송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첫째, 영국의 행정소송은 입법자의 의도를 실

현하기 위한 권한유월(ultra vires)의 심사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민주주의

의 요체인 의회는 입법을 통해 행정부의 공무원에게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

고, 공무원은 수권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무를 집행한다. 만약 공무원이 

수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권한을 행사한다면 의회주권의 원칙에 반하므로, 법

원은 권한유월심사를 통해 공무원을 통제하고 입법자의 입법의도를 실현한

다.1) 이에 영국의 행정소송은 의회주권의 원칙 하에서 전통적으로 권한유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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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공무원이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 권한을 행사한 경우, 행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사인과 동일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관념이 지배하였다. 공무원의 권한유월에 대한 재판도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었다.2)

둘째, 일반법(regular law)을 적용하는 일반법원(common law court)에서 행

정사건을 관할한다.3) 19세기 영국의 법학자 Dicey는 법의 지배 원칙을 설명

하면서, 의회가 제정한 일반법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하였다.4) 이에 민사사건

과 마찬가지로 행정사건에도 전통적으로 일반법이 적용되었고,5) 사법과 공

법(public law)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 기조가 유지되었다.6) 나아가 법의 

지배에 따라 행정도 사인과 마찬가지로 (통상)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하므로, 

영국은 일반법원에서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을 모두 관할한다.7) 관련하여 

Dicey는 법 앞의 평등과 법의 최고성을 내세워 행정권을 제한할 무기를 제

공하고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를 사법부를 통해 통제하고자 하는 헌법적 이

 1)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1-005, 6
쪽;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27-32쪽.

 2)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11, 644쪽.
 3)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1-002, 3

쪽;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15-18쪽.

 4)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1-002, 3
쪽;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11, 101쪽; A.V.Dicey,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ition, 10th, London: 
Macmillan, 1959, 73쪽, 83쪽, 84쪽, 433쪽.

 5) 다만 1976년과 1981년 개혁을 통해 사법심사청구소송이 신설되었다.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6쪽; “The 
legacy of the rule of law was that all rules of the legal system should be 
equally applicable to all.”

 6)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11, 102쪽; Conor McCormick,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 in the United Kingdom: The Status 
of Standards Between 1890 and 1910”, Italian Journal of Public Law, 10(1), 
2018, 58쪽.

 7)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11,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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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피력하였다.8)9)

Ⅱ. 사법심사청구소송 도입 이전 영국의 원고적격10)

1978년 이전 영국 법원은 구제의 종류에 따라 원고적격의 범위를 다르게 

판단하였고, 원고적격 판단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개인

적 권리, 특별한 손해, 피해를 입은 사람, 충분한 이익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용어라 하더라도 그 의미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

기도 하였다.11) 나아가 대권적 구제(大權的 救濟)인 취소소송(certiorari), 금

지소송(prohibition), 직무집행명령소송(mandamus)과 통상적 구제인 명령판결

(injunction)과 선언판결(declaration)에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고, 대권

적 구제 내에서조차 원고적격의 판단기준이 통일되지 않았다12). 이처럼 법원

이 일관된 판단기준을 적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행정구제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었기 때문이다.13)

 8) 안동인, “英國法上의 公․私法 二元體系에 관한 硏究 : 司法審査請求制度와 관

련하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7쪽.
 9) 이와 같은 Dicey의 헌법관이 도리어 재량행위의 확대를 지향하는 시대에는 적

합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김종철, “다이시의 법사상과 정치사상-
그 상호관련성에 주목하여”, 법철학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4, 54쪽.

10) 1977년 제정된 최고법원규칙 제53편(Rules of Supreme Court Order 53)은 1978. 
1. 11.부터 시행되었다(came into effect on).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02, 760쪽.

11)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01-007, 759~763쪽.

12)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01-007, 759쪽; Conor McCormick,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 in the United Kingdom: The Status of Standards Between 1890 and 
1910”, Italian Journal of Public Law, vol. 10, np. 1, 2018.

13)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01, 
759쪽. 관련하여 백종인, “영국의 행정소송상 원고적격의 법리의 변화”, 법학연

구 제17권, 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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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권적 구제

사법심사청구소송 도입 이전 영국에서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한 명

확한 구별 없이 일반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 역시 민사소송과 동

일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통상적 구제라 한다. 이와 대비하여 국왕의 면책특

권이 적용되는 국왕의 직속관료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

기 때문에 특수한 절차인 대권적 구제제도가 적용되었다.14) 즉 대권적 구제

는 “국왕의 이름으로 관리를 탄핵하는 제도”에서 출발하였다.15) 취소소송에

서 원고는 하급심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최고법원의 심사를 요

청하고, 원고의 주장이 타당할 경우 최고법원은 위 결정을 취소·파기(quash)

한다. 금지소송은 장래를 향하여 하급심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권한유월행위

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이며, 직무집행명령소송은 행정기관이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다.  

대권적 구제인 취소소송, 금지소송, 직무집행명령소송에서는 각각의 원고

적격을 달리 판단한다. 대권적 구제인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였으며, 판결 또한 혼재되었다. 우선 취소소

송에는 원고적격의 제한이 없다는 견해가 있다.16) 구제수단인 취소소송이 인

용될 필요가 있다면 원고적격 또한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피해를 입

은 사람’이면 누구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원고가 사건과 무관

한 자라면,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사건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

는지를 고려한다.17) 이와 달리 원고가 ‘일정한 이해관계’(some interest)를 법

14)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00-501쪽.

15)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11, 661쪽.
16)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03, 

760쪽.
17) R. v Surrey JJ (1870) L.R. 5 Q.B. 466 at 473; R. v Butt, Ex p. Brooke 

(1922) 38 T.LR 537; R. v Stafford JJ, Ex p. Stafford Corp [1940] 2 K.B. 33, 
CA; R. Brighton Borough JJ, Ex p. Jarvis [1954] 1 W.L.R. 203 DC; R. v 
Thames Magistrates' Court, Ex p. Greenbaum (1957) 55 L.G.R.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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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제시하여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하였다.18) 학설과 

판결의 다수는 전자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취소소송에 비하여 법원은 비교적 일관된 기준으로 금지소송의 원고적격

을 심사하였다. 원고가 누구든지 간에 금지소송에 대한 소제기가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였기 때문이다.19) 원고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금지판결을 청구할 수 있었다. 다만 개인적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한 

판례도 여전히 일부 존재하였고, 원고에게 ‘특정한 이익’(specific interest)를 

요구하기도 하였다.20)

직무집행명령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의 판결이 존

재하였고, 사안에 따라 원고적격의 판단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혼선을 빚었

다.21) 첫째, 원고가 계약, 불법행위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전통적인 개인

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보여주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판례군이 있다.22) 

위와 같은 입장을 기초로 하면서도, ‘권리’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원고적

격의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도 존재하였다. 이에 일부 판례는 계약이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침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일정한 권리가 있

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23) 둘째, ‘충분한 또는 특별한 이익’이 있

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판례군도 존재하였다.24)

18)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03, 
760쪽.

19)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04, 
760-761쪽.

20) Forster v Forster and Berridge (1863) 4 B. & S. 187; R. v Twiss (1869) L.R. 
4 Q.B. 407 at 413-414.

21)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05, 
761쪽.

22) R. v Lewisham Union [1897] 1 Q.B. 498 at 500; R. v Industrial Court, Ex p. 
ASSET [1965]1 Q.B. 377 QBD.

23) R. v Hereford Corp, Ex p. Harrower [1970] 1W.L.R. 1424 DC; R. v Customs 
and Excise Commissioners, Ex p. Cook [1970] 1 W.L.R. 450 DC.

24) R. v Paddington Valuation Officer, Ex p. Peachey Property Corporation Ltd. 
[1966] 1 Q.B. 380, CA at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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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적 구제

통상적 구제인 명령판결과 선언판결은 최고법원규칙 제15조 제16항에 따

른 소제기, 고등법원에 대한 소제기 또는 1981년 제정된 최고법원법 제31조

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선언판결과 관련하여 법률은 ‘법무부 장

관은 청구 여부에 재량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무부 장관 이외의 

자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법문의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해석상 법무부 장관이 아닌 사인에게도 원고

적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25) 

이에 법원은 제한적으로 사인의 명령판결 또는 선언판결 청구를 인정하였

다. Boyce 판결에서 버클리(Buckley) 대법관은 사인이 제소한 선언판결의 원

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26)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없이 사인이 선언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ⅰ) 공법상 권리에 대

한 방해가 개인적 권리의 침해를 구성할 때와 (ⅱ) ‘특별한 손해’(special 

damage)가 존재하는 경우라는 것이다.27) 

이후 Gregory 판결에서도 법령이 원고 스스로를 포함한 일정한 집단의 사

람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점 또는 개인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법원

에 제시하여야 원고의 소가 유지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적격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였다.28) 

25) London CC v Attorney General [1902] A.C. 165, HL at 169; Gouriet [1978] 
A.C. 435.

26)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06, 
761-762쪽;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492쪽; Boyce v Paddington BC [1903] 1 Ch. 109 Ch D 
at 114.

27) Boyce 판결에 나타난 원고적격의 개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해소송에서 언

급하고 있는 원고적격 판단기준과 유사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공에 대한 불

법행위가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손해와는 다른 특별한 손해를 원고에게 유발한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Hammons, J. T., “Public Interest Standing and 
Judicial Review of Environmental Matters: A Comparative Approach”, Columb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41, no. 3, 2019, 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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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적격을 보다 넓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법원

은 1978년 Gouriet 판결을 통해 기존 판례의 논리를 더욱 강화하였다.29)30)  

1953년 우체국법(Post Office Act) 제58조와 제68조에 따라 우편의 전달을 

간섭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우편노동자조합(The 

Union of Post Office Workers)은 우체국법에 반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남

아프리카로 발송되는 우편을 거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 Gouriet은 

법무부 장관에 관련자소송(relator action)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이 거부되자 

법원에 선언판결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선언판결 청구는 형법 준

수를 위한 관련자소송에 관한 것으로, 형사적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었

다. 최고법원은 공법 영역에서의 시민의 역할을 좁게 보아 ‘공공의 권리는 

공익을 대변하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강제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31) 위 판결을 통해 공공의 권리를 대변할 원고적격은 

법무부 장관에게만 있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32) 그러나 위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공공의 권리와 개인적 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

았고, 원고에게 특별한 손해가 있다면 선언판결 또는 명령판결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조차 법원의 견해가 통일되지 않았다.33) 

Ⅲ. 사법심사청구소송의 도입

28) Gregory v. Camden LBC [1966] 1 W.L.R. 899 QBD.
29)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07, 

762쪽. 위 판결을 소개한 문헌으로 다음을 참조. 백종인. “영국의 행정소송상 

원고적격의 법리의 변화”, 법학연구 제17권, 1990.
30) Gouriet v. Union of Post Office Workers [1978] A.C. 435, HL.
31) [1978] A.C. 435, HL at [38]
32)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07, 

762쪽.
33)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07, 

7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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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행정청이 발하는 규제 및 행

정작용이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행정소송의 한계가 지적되었다.34) 종래 영

국법원은 Dicey의 법의 지배 원칙에 근거하여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특별

히 구분하지 않았지만, 공법상 분쟁에 특유한 절차 및 판단기준을 도입할 필

요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에 영국은 1977년과 1981년 개혁을 통해 사법심

사청구소송을 신설하면서, 행정작용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라는 의미에서

의 행정소송을 도입하였다.35) 개혁 이후 최고법원36)은 O'Reailly v Mackman 

판결을 통해 사법심사청구소송의 ‘절차적 배타성’(procedural exclusivity)을 

명확히 하였다.37) 공법적 사건은 오직 사법심사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

으며, 만약 일반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절차남용(abuse of process)

으로 각하된다. 다만 독자적인 행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 내의 전담재판

부(High Court의 Queen's Bench)에서 공법사건의 제1심을 처리한다는 점에

서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제도를 달리 한다. 

개혁 이전 영국 법원은 한편으로는 대권적 구제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통상적 구제인 명령판결과 선언판결의 원고적격을 엄격하

게 심사하려는 경향을 보였다.38) 또한 대권적 구제 내에서도 원고적격의 판

단기준 및 심사의 강도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였다.39)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1970년 보고서에서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원

고적격에 대한 통일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40) 이어 

34)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1-005, 6
쪽.

35)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11, 112쪽.
36) 1876년 ‘항소관할법’(Appellate Jurisdiction Act)에 따라 귀족원이 영국의 최고법

원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후 2005년 ‘헌법개혁법’(the Constitutional Reform Act)
에 따라 2009. 10. 영국 대법원이 설립되었고, 귀족원이 수행하던 최고법원의 

기능이 위 대법원으로 이전되었다. 
37) O'Reailly v Mackman [1983] 2 A.C. 237, HL.[6]
38)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13, 

767쪽.
39)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13, 

7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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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는 후속 보고서를 통해 원고에게 ‘충분한 이익’이 있을 경우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제안하였다.41) 

이러한 법률위원회의 보고서는 1977년 및 1981년 개혁을 통해 입법으로 

명문화되었다. 1977년 최고법원규칙 제53편(rules of Supreme Court Ord.53) 

및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인 1981년 최고법원법(Supreme Court Act)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충분한 이익’이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최고법원법 제31조 제3항은 어떠한 경우에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

에 최고법원은 해석을 통해 충분한 이익의 의미를 구체화한다.42) 

Ⅳ. 충분한 이익의 심사

충분한 이익의 의미는 IRC 판결43)44)에서 최초로 구체화되었다. Fleet 

40) Law Commission, “Working Paper N.40”, 1970, 125-132쪽.
41) Law Commission, “Report on remedies in administrative law”, Law Com No.73, 

Cmnd.6470, 22-33쪽.
42) De Smith･Woolf･Jowell･Hare, De Smith's Judicial Review, 8th edition, Thomson 

Reuters, 2018, 2-025, 81쪽.
43) R. V Inland Revenue Commissioners Ex p. National Federation of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Ltd. [1982] A.C. 617.
44) 위 판결을 소개한 문헌으로 다음을 참조하였다. 백종인. “영국의 행정소송상 원

고적격의 법리의 변화”, 법학연구 제17권, 1990; 이비안, “영미행정법상의 원고

적격: 사법적극주의와의 관계에서”,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2012; 이형석, “환
경공익소송과 오르후스(Aarhus)협약”, 환경법과 정책 제14권, 2015; 김태호･김정

환,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14-25-018, 
767-771쪽;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86-588쪽; De Smith･Woolf･Jowell･Hare, De Smith's 
Judicial Review, 8th edition, Thomson Reuters, 2018, 2-017, 78쪽; Conor 
McCormick,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 in the United Kingdom: 
The Status of Standards Between 1890 and 1910”, Italian Journal of Public 
Law, vol. 10, no. 1, 2018; Hough, B., “Standing for Pressure Groups and the 
Representative Plaintiff”, Denning Law Journal, vol. 6, no. 1, 1991; Ha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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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신문사의 6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대다수는 가명을 사용하

여 임금을 받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세하고 있었다. 체납자의 정확한 이름

과 주소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국세청은 탈세된 금액의 일부라도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사용자 및 신문사 노동조합과 논의를 거쳐 직전 2년 간 미납된 세

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외 기간에 미납된 세금을 면제하는 특별협약

(special arrangement)을 체결하였다.

이에 ‘전국 자영업 및 소상공인 연합’(National Federation of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이하 ‘연합’이라 한다)은 국세청이 탈세액 전액을 청구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선언판결과 국세청으로 하여금 신문사 비

정규직 근로자의 세액을 적법하게 산정하고 징수할 것을 명령하는 직무집행

명령판결을 구하는 사법심사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45) 원고는 국세청이 납세

자 집단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였으며, 합리적인 근거 없는 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에 특별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정 납세자 집단의 세금을 감

면한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납세자의 세금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최고법원은 사법심사청구소송의 원고적격 심사를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

하였다.46) 원고의 일방 신청(ex parte)47)에 따라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심사

J. T., “Public Interest Standing and Judicial Review of Environmental Matters: A 
Comparative Approach”, Columb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41, no. 
3, 2019.

45) 제1심법원(The Divisional Court)은 원고적격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사전적 쟁

점’(preliminary point)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제1심법원은 납

세자가 징세행정청(tax authorities)의 업무를 법적 절차를 통해 감시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납세자에 불과한 연합은 충분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반면 제2심법원(The Court of Appeal)은 

제1심법원과 달리 연합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2심법원은 국세청의 행위가 불

법이라는 가정 하에, 연합은 그러한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진정한 불이익을 가지

고 있으므로 충분한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6) [1982] A.C. 617 at 10;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87쪽.
47) 허가 단계에서는 원고의 신청을 기초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심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치

지 않는다는 점에서, 허가 단계는 비대심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관련하여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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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leave) 단계와 법원의 판단을 받을만한 충분한 

이익이 있는지를 살피는 변론(substantive hearing) 단계가 그것이다.48) 전자

에서는 원고의 주장만을 고려하지만, 후자에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

를 모두 살핀다. 허가 단계에서 법원은 원고가 단순한 참견꾼(busybody)이어

서 원고의 이익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를 하지 않는다. 한편 

변론 단계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충분한 이익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IRC 판

결에서 최고법원은 충분한 이익에 대한 심사가 추상적이거나 본안 심사로부

터 동떨어져서는 안되고,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로부터 밝혀진 여러 가지 요

소를 근거로 법적ᆞ사실적 맥락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9) 따

라서 원고적격은 원고의 이익, 행정청의 권한ᆞ의무가 지니는 성질, 행해진 

위법의 종류, 청구의 쟁점 등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50)

한편 최고법원은 IRC 판결에서 대권적 구제에 대한 통일된 원고적격 심사

가 필요한지, 그리고 모든 구제수단에 대한 통일된 심사가 필요한지를 판단

하였다. 최고법원의 법관들은 각자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디플록

(Diplock) 대법관은 대권적 구제에 대한 통일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스카맨(Scarman) 대법관은 대권적 구제 간 원고적격 심사는 동일한 기준에

서 이루어져야 하고, 공법적 사안에서 통상적 구제인 선언판결과 명령판결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도 동일한 판단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

스킬(Roskill) 대법관 또한 모든 구제수단에 대한 통일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프레이저(Fraser) 대법관은 대권적 명령들 사이의 차이점은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 판례를 폐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고, 윌버포스

(Wilberforce) 대법관 또한 취소판결은 직무집행명령판결보다 완화된 심사가 

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11, 227쪽 참조.
48)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18, 

770쪽.
49)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86-587쪽.
50)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18, 

7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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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야 한다는 등 대권적 구제 간에 구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고법원은 앞서 살펴본 법리를 바탕으로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는 한

편, 제1심법원의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결과적으로는 제1심법원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연합의 원고적격을 부인하였다). 최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허가 단계에서 원고의 소제기를 허가한 것은 타당하나, 원고적격을 원고 청

구의 본안심사와는 독립적인 사전적 쟁점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최고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서 연합의 원고적격을 부인

하였다.

(ⅰ) 하급심은 원고적격을 사전적 쟁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일부 사실을 원

고적격 판단시에 고려하지 않았다. 하급심이 누락한 사실을 모두 종

합하여 볼 때, 국세청의 의무위반이 증명되지 않았다. 

(ⅱ) 국세청은 납세자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폭넓은 ‘운영 

재량’(managerial power)을 갖는다. 사안의 면세협정과 같은 특별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국세청의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51)52) 

(ⅲ) 이처럼 국세청의 의무위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사법심사청구

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ⅵ) 만약 원고가 국세청이 부적절한 압력에 굴복하였다거나, 의무에 중대

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53)

IRC 판결은 최고법원법 제31조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 충분한 이익을 기

준으로 원고적격을 통일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위 판결

의 의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51)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86-587쪽.

52) [1982] A.C. 617 at 16.
53)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86-5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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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원고적격 심사를 두 단계로 나누어 실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허

가 단계에서는 원고의 이익이 전혀 없고 원고가 단지 참견꾼으로 소송을 제

기한 경우에만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관련하여 Dixon 판결54)에서 세들리

(Sedley) 대법관은 허가 단계에서의 심사는 원고가 법적인 이익이 전혀 없는 

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원고적격은 두 번째 단계인 변론단계에서 다시 판단

된다. 변론단계에서의 원고적격 심사 기준은 원고에게 충분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이며, 이때 본안판단에 고려되는 처분의 위법 여부, 처분 당시의 사실관

계 등의 내용이 함께 고려된다.

둘째, 원고적격을 판단할 때에 본안판단의 내용이 함께 고려된다는 의미에

서의 ‘혼합 기법’(fusion technique)이 제시되었다.55) 원고에게 충분한 이익이 

있는지, 사안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또는 의무의 성격, 청구의 내용, 위법의 

형태 등에 따라 원고적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56) 만약 본안판단과 

원고적격을 엄격히 구별하는 견해에 따른다면, 원고가 아무리 본안판단에서 

유리한 요소를 다수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

적격이 부인될 수 있다. 그러나 최고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원고적격은 본안

판단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사안에 대한 원고의 관련성이 ‘다른 

납세자의 세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단순한 납세자’ 정도로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권한남용, 위법성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원고적격

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57)

셋째,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통해 원고적격을 

확대하려는 법원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디플록 대법관은 원고적격 확대를 

54) R. v Somerset County Council and ARC Southern Ltd., Ex p. Dixon [1998] 
Env. L. R. 111 QBD at [12].

55)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18, 
770쪽.

56)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18,  
770쪽.

57)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87-5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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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그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58)

연합과 같은 압력단체나 공익적 목적을 지닌 개인 납세자 등이 법

의 지배 원칙을 확립하고 (행정청의) 불법행위를 멈추기 위해 법원

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원고적격 관련 법기술로 인하

여 금지되는 것은 우리의 공법체계에 있어 심대한 오점에 해당할 

것이다.59)

디플록 대법관의 주장은 가장 극단적인 견해를 담고 있다. 다만 대법관 과

반수 역시 원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이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원고가 (피고 행정청의) 의무불이행이나 권한남용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원고적격 인정 여부가 달려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적 권리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인의 원고적격이 보다 수월

하게 인정되었고,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는 후속 판결이 나올 수 있게 되었

다. 

Ⅴ. 개별법상 불복청구와 원고적격

개별법에서 사법심사청구소송이 아닌 별도의 불복절차로 행정심판 유사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다. 개별법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원고가 곧바로 사법심사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고60)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불복소송을 제기하여

야 한다.61) 이를 ‘개별법상 불복청구’(statutory appeal)62)라 하고, 개별법상 

58)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88쪽.

59) [1982] AC 617 at 644E.
60) Inland Revenue Commissioners, Ex p. Preston [1985] 2 All E.R. 769.
61)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11, 667쪽 참조.
62) ‘statutory appeal’을 한국의 제도에 대입해본다면 행정심판제도와 견주어 볼 수 

있으나, 이하에서는 개별법에서 사법심사청구소송이 아닌 별도의 쟁송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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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청구적격을 인정한다. 

1. 개별법상 불복청구의 의의

행정청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그 불복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이러한 불복절차를 ‘개별법상 심

사’(statutory review) 또는 개별법상 불복청구라 한다.63) 주로 공용수용이나 

주택계획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안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절차로, 1930년 주택법(Housing Act 1930), 1984년 통신

법(Telecommunications Act 1984), 1996년 가스법(Gas Act 1986), 1959년 도

시및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등이 대표적인 예이

다.64) 개별법상 불복청구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외 

사법심사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반적인 방식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990년 도시및농촌계획법 제287조 및 제288조, 1990년 지정건물과보존구역

계획법[Planning(Listed Buildings and Conservation Areas) Act 1990] 제63조 

등에서 개별법상 불복청구를 규정한다. 

제정법상 불복절차의 원고적격은 절차를 규정한 각 조항에서 그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예컨대 도시및농촌계획법 등 규정의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

이 제정법상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은 피해를 입은 사

람의 범위를 해석을 통해 확장하고 있다. 

2. 법원의 태도 변화

치도록 정해두었다는 의미에서 ‘statutory appeal’을 직역한 ‘개별법상 불복청구’
로 번역하여 소개한다. 

63) Planning statutory review and appeals; https://www.lexisnexis.com/uk/lexispsl/plan
ning/document/393788/5J82-TGD1-F18C-44VB-00000-00/Planning_statutory_review
_and_appeals_overview 

64)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619-620쪽. 대체로 6주의 짧은 제소기간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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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적 해석

초기 법원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의미를 좁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개인

적 권리 또는 이와 유사한 종류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65)66) Buxton 판결67)에서 법원은 피해를 입은 사람

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원고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원고는 백악갱

(chalkpit)68) 영업계획 허가를 받은 토지 근처의 토지를 보유한 자인데, 백악

갱 영업계획 허가 과정에서 내무부 장관이 조사관(inspecter)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1959년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따라 영업허가의 적법성을 다투었다. 법원은 영업계획 허가의 효과는 허가 

신청자와 계획을 주관하는 행정청에게만 미치며, 허가는 누구의 법적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를 단순한 이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만약 원고에게 도시계획법에 따라 절차에 참여할 제정법상 권리가 

보장되었다면 원고적격을 인정하였겠지만, 1959년 도시계획법에는 계획허가 

절차에 대한 이웃의 참여권을 보장한 규정이 없어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

다고 판시하였다. 

원고적격을 좁게 해석하는 법원의 경향은 Sidebotham 판결69)에도 이어진

다. 1869년 제정된 파산법 제71조는 (전술한 바와 같이) 누구라도 파산관리

인의 가치평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70) 원고 Sidebotham은 파산한 자로, 법원에 파산관리인의 의무불이행

65)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11, 
765쪽.

66) R. v London Quarter Sessions, Ex p. Westminster Corporation [1951] 2 K.B. 
508 KBD; Ealing Corp v Jones [1959] 1 Q.B. 384 QBD; Buxton v Minister of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1961] 1 Q.B. 278 QBD.

67) Buxton v Minister of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1961] 1 Q.B. 278.
68) 분필의 원료가 되는 백색 연토질 석회암(백악, chalk)을 채취하는 광산을 의미

한다.
69) Ex p. Sidebotham(1880) 14 Ch; De Smith･Woolf･Jowell･Hare, De Smith's 

Judicial Review, 8th edition, Thomson Reuters, 2018, 458쪽.
70) 파산법(Bankruptcy Act 1869) 제71조; “Any person aggrieved by any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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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파산당사자를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으나 최고법원은 원고의 원고

적격을 부인하였다. 제임스(James) 대법관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란 법적 피

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하고, 단순히 원고가 예상했던 이익의 정도보다 이익

이 적었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법원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제정법상 제소권자의 범위

를 좁게 인정하였다.71) 72) 그러나 위와 같은 최고법원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최고법원의 데닝(Denning) 대법관은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은 자73)의 ‘진정한 

불이익’(genuine grievance)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74) 

(2) 원고적격의 확대

이후 최고법원은 원고적격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최고법원은 1979

년 Arsenal Football Club Ltd. v Ende 판결에서 위 데닝 대법관의 비판과 

같은 견해를 수용하여, 같은 자치구 또는 같은 지역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지역의 지방세납세자(rate payer)라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판

시하였다.75) 이에 오늘날 개별법상 불복청구에서는 납세자이기만 하다면 경

제적인 손실, 나아가 법적 권리의 침해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

람에 해당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즉 납세자가 주관적으로 피해가 발생했

made by the trustee as aforesaid may appeal to the court”.
71)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11, 

765쪽.
72) Hough B., “Standing in planning permission appeals”, Journal of Planning and 

Environment Law, 1992, 320쪽.
73) 데닝 대법관은 단순한 참견꾼의 원고적격은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고 전제하여 

‘단순한 참견꾼’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은 자’를 구별하였다.
74)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11, 

766쪽; Attorney General of the Gambia v N'Jie [1961] A.C. 617 at 634; 
Maurice v London CC [1964] 2 Q.B. 362, CA at 378; Turne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Environment (1973) 28 P. & C.R. 123 at 134, 139. 

75) Arsenal Football Club Ltd. v Ende [1979] A.C.1,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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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한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다.76) 

이러한 경향은 그린벨트 내 계획허가신청에 관한 Turner 판결에서도 이어

져, 고등법원의 도시계획 전담재판부는 절차에 참여한 제3자의 원고적격도 

인정하였다.77) 사안에서 개발계획이 문제된 사유지는 그린벨트 내에 있었고, 

과학적 보호가치가 있는 보존지로부터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1990년 도시및농촌계획법에서는 그린벨트 내의 사유지 개발계획허가과정에

서 허가권자의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참여권이 없는 

제3자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인 지역보존협회장은 조사관

의 재량으로 도시및농촌계획법상 조사과정에 출석하였는데, 이후 개발계획허

가결정이 내려지자 위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었다. 

사안의 경우 1990년 도시및농촌계획법 제288조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

은 해당 결정이 법령의 권한 내에 있지 않거나 관련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

다는 사정을 들어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개별법상 불복청구

권자를 정하였으므로, 지역보존협회장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앞서 살펴본 Buxton 판결에서는 제3자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

는 제정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이 부정되었으나, 1990년 도시

및농촌계획법에서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제3자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길

이 마련되면서 법원은 위 규정을 원고적격 확대에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 이

에 고등법원은 절차에 참석한 사람은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법원에

서 다툴 지위에 있다고 보아 조사과정에 참여한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

였다.78) 

이후 최고법원은 Cook 판결을 통해 개별법상 불복청구에 관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를 좁게 보는 기존의 태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79)80) Cook은 택시운전기사로 Southend Borough 의회의 

76)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627쪽.

77) Turne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Environment (1973) 28 P&CR 123.
78) Turne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Environment (1973) 28 P&CR 123 [10].
79) Cook v Southend-on-Sea Borough Council [1990] 2 Q.B.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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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허취소결정을 다투었다. Cook과 의회가 불복을 거듭하던 중 처분권자

인 의회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Cook이 불복하고자 했던 처분

의 내용이 변경되어 더 이상 그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Cook은 택시운전기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던 중 협박죄로 유죄판결을 받았

다. Cook이 운행하던 차량은 해크니 캐리지(Hackney Carriage)라는 고유명사

로 불리는 택시로, 의회에서 까다롭게 면허취득과 유지요건을 관리하는 업종

이다. Southend Borough 의회는 Cook의 형사판결을 근거로 Cook과 Cook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한 택시운전면허를 각각 취소하였다. Cook은 의회의 취

소결정에 불복하였고,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은 Cook의 주장을 받아들

여 면허취소 대신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치안법관의 결정에 대

하여 Southend Borough 의회는 형사법원(Crown Court)에 불복을 청구하였

고, 형사법원은 의회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Cook은 형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은 유보적 결정으로 Cook의 항소를 기각하

였다. 

Cook은 다시 최고법원에 상고하였는데,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ⅰ) 의

회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즉 형사법원에서 의회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 (ⅱ) 원고가 불복하고자 했던 처

분의 내용이 변경되어 더 이상 그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최고법원은 제정법상 

제소권에 관한 법령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문언이 등장한다면 다음

과 같은 원칙에 따라 해석한다고 판시하여 일반론을 제시하였다.81)

첫째, 사인과 마찬가지로 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한 단체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둘째, 처분의 상대방은 특히 침해적인 절차에서, 위 처분이 순수한 형사사

80)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12, 
766쪽.

81) Cook v Southend-on-Sea Borough Council [1990] 2 Q.B.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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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무죄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는 한 처분에 불복하기 위하여 피해를 입

은 사람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셋째, 원고가 최초 처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하였다면 이후 

원고가 불복하고자 했던 처분의 내용이 변경되어 더 이상 그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적격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처럼 사법심사청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별법상 불복청구에서도 원고

적격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

향이 나타났다. 사법심사청구소송의 충분한 이익에 관한 최고법원의 해석례

가 개별법상 불복청구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계획 및 환경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개별법상 불복청구의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제2장 제1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다.

Ⅵ.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과 원고적격

Dicey는 ‘잔여 권리 이론’(the theory of residual rights)을 통해 “법으로 금

지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we are free to do 

everything except that which we are forbidden to do by law)라는 법언을 남

겼다.82) 이에 따르면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

위에서, 금지되지 않은 모든 자유가 보장된다. 이처럼 Dicey는 권리를 적극

적으로 열거하기보다는 소극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권리를 폭

넓게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 한편,83) 오직 국민이 선출한 의회만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 의회주권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A. V. Dicey

의 권리에 관한 생각은 근대 영국의 기본권 보장에도 깊이 영향을 미쳤다. 

인권법 제정 이전 영국은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82) Wadham, & Wadham, John, Blackstone's Guide to the Human Rights Act 1998,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3쪽.

83) Wadham, & Wadham, John, Blackstone's Guide to the Human Rights Act 1998,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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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였다.84)

영국은 1951년 유럽인권협약을 비준하고, 1966년 청원권를 승인하였다. 그

러나 영국은 국제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이원론적 모델을 취하고 있

으므로, 영국 정부의 비준 및 승인만으로는 국제협약이 국내 법원에 직접적

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85) 영국의 경우 국제법적 의무와 국내법적 구속력

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회가 국내법을 제정하여야 국제협약의 효력이 

국내법에 미친다. 따라서 인권법 제정 이전 영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럽인권

협약이 국내 법원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 않았다. 다만 영국은 영국 정부에 

대한 유럽인권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사후적으로 국내법을 개정하거

나, 법원에서 유럽인권협약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86) 등의 방

식으로 유럽인권협약을 존중하였다. 

1. 인권법의 제정배경

1951년 애틀리 노동당정부는 유럽인권협약을 비준하였고, 1953년 처칠 정

부가 제1의정서(First Protocol)을 비준하면서, 1966년 윌슨 노동당 정부가 유

럽인권법원(ECtHR)에 대한 개인의 제소권을 승인하였다. 이후 의회 및 법원 

등에서 유럽인권협약을 국내법화할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국내법화할 것인

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1968년 Anthony Lester가 작성한 ‘Democracy 

and Individual Rights’ 보고서는 인권법을 국내법하고자 하는 논쟁의 시발점

이 되었다. Lester는 협약을 국내법화함으로써 항구적으로 영국 시민의 인권

84) Wadham, & Wadham, John, Blackstone's Guide to the Human Rights Act 1998,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3쪽.

85) Wadham, & Wadham, John, Blackstone's Guide to the Human Rights Act 1998,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4쪽.

86) 유럽인권협약을 고려하여 판단한 판례로 다음을 참조.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x p. Brind [1991] 1 AC 696; Derbyshire County 
Council v Times Newspapers Ltd. [1992] Q.B. 770; R v Khan [1996] 3 WLR 
162; Jhonston v Chief Constable of the Royal Ulster Constabulary [1987] Q.B.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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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974년 Leslie Scraman은 의회의 입법만으

로는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기본권을 침해하

는 법률을 제정한 의회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그는 수정할 수 없는 조항인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제정하는 것만

이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87)

한편 노동당과 보수당은 인권법의 국내법화에는 동의하였으나, 국내법화한 

인권법의 조항을 의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대립을 보

였다. 1975년 노동당 사무위원회는 인권헌장(Charter of Human Rights)의 입

법을 제안하였으나, 보수당은 이에 대해 반대했다. 해당 헌장은 수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구성되었기에, 보수당은 수정할 수 없는 조항으로 이루어진 

기본권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동당의 제안에 반대하였다. 1976년에는 자

유당에서 수정할 수 없는 조항으로 이루어진 인권법의 입법을 제안하였고 

1978년 상원 기본권법 도입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였으나, 법관이 기본권 관

련 사건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데 대한 전통적인 권력분립 상 우려로 인하여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3년 노동당 당수가 John Smith로 바뀌면서 

노동당 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노동당은 수정할 수 없는 조항으로 이루

어진 인권법을 제정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고 감시할 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제

안하였다. 1996년 국회의원 Jack Straw와 Paul Boateng은 ‘Bringing Rights 

Home’ 보고서를 통해 1997년 노동당이 선거에서 이길 경우를 가정한 협약

의 국내법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1997년 노동당이 선거에서 압승하였고, 협

약을 국내법화하기 위한 과정이 시작되었다.88)

1951년 유럽인권협약을 비준한 이후 1998년 인권법이 제정되기까지 협약

의 내용을 국내법화하는 데에 수많은 논의와 비판이 존재하였다. 인권법 제

정에 약 50년의 긴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의회주권과 권력분립의 원칙이 훼

87) Wadham, & Wadham, John, Blackstone's Guide to the Human Rights Act 1998,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6쪽.

88) Wadham, & Wadham, John, Blackstone's Guide to the Human Rights Act 1998,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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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우려 때문이었다.89) 인권법은 유럽인권협약의 내용

을 국내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영국 법원을 직접적으로 구속한

다. 의회주권을 강조하는 영국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에 관한 

사회문제, 이익의 충돌 등을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간의 토의와 정치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인권법이 제정될 경

우 법원은 의회의 개입 없이도 인권에 관한 분쟁을 직접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인권법이 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의회

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반면 협약의 국내법화를 찬성하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90) 영국법 체계

하에서 기본권은 주로 판례의 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 보호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판례법 체계로는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

었다. 또한 국회의 입법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경우에도, 법을 제정하는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기본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입법은 존재할 수 

없고, Hailsham이 언급한 의회의 선출독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운, 수정할 수 없는 조항으로 이루어진 인

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인권법의 한계

인권법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인권법의 

바탕이 되는 유럽인권협약 자체에 대한 비판이다.91) 유럽인권협약은 제2차 

89) Wadham, & Wadham, John, Blackstone's Guide to the Human Rights Act 1998,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6쪽.

90) Wadham, & Wadham, John, Blackstone's Guide to the Human Rights Act 1998,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8쪽; Clayton･Tomlinson, The Law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45쪽.

91) Clayton･Tomlinson, The Law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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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 직후 제정되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관련 

사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럽인권협약은 정보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을 하지 않을 권리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사에 대한 접견교

통권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다른 관점으로 인권법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92) 첫째, 인

권법불합치선언절차(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 procedure)의 실효성이 없

다는 주장이다. 인권법은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

하기 위하여 인권법불합치선언절차를 두었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인권법

에 위배된다는 선언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해당 조항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

며, 법원은 선언판결의 결과를 의회에 송부하여 해당 법률의 효력을 유지할

지 여부를 의회의 판단에 맡기게 된다. 인권법이 법원에 대한 의회의 우위를 

인정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인권법은 법원이 인권법에 위배되는 입법에 효력을 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93)

둘째, 인권법 제정과정에서 누락된 유럽인권협약의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

도 인권법의 한계로 지적된다.94) 체약국에게 관할 내 모든 국민에게 협약 

제2조에서 제18조에서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

여하는 협약 제1조,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 모든 사람은 그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당국 앞에

서의 실효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한 협약 제13조 등이 

인권법에 누락되었다. 

92) Clayton･Tomlinson, The Law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68-174쪽.

93) Clayton･Tomlinson, The Law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69쪽.

94) Clayton･Tomlinson, The Law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70-172쪽.



- 33 -

셋째, 인권법 하의 원고적격 심사가 영국 국내법상 원고적격 심사보다 엄

격하게 이루어지도록 제정되어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95) 의회는 협약 

제34조에 제정된 것과 같은 원고적격 기준을 인권법에 적용하여, 인권법에 

따라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원고는 협약 제34조의 피해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다만 피해자 지위의 인정기준이 사법심사청구소송의 충

분한 심사기준에 비해 엄격하여, 원고적격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3. 인권법에 따른 사법심사청구소송과 원고적격

인권법의 특징적인 조항은 제6조 제1항으로, 유럽인권협약상 권리(이하 

‘협약상 권리’)에 위배되는 공권력 주체의 행위는 곧바로 위법한 행위가 된

다. 공권력 주체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협약상 권리의 침해를 

바탕으로 법원 또는 심판소(tribunal)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인권법 제6조 제1항이 행정작용의 위법사유를 새롭게 추가한 만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대다수는 사법심사청구소송으로 제기되고 있다.96) 다만 

인권법은 원고 스스로가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에만 해당 불법행위와 관

련하여 충분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법심사청구소송의 원고적격을 제

한한다(인권법 제7조 제7항). 

이러한 명문의 제한으로 인하여, 인권법상 원고적격은 통상적인 충분한 이

익의 심사보다 인정 범위가 좁다.97) 법원은 인권법상 원고적격을 좁게 인정

하는 이유에 관하여, 개인이 유럽인권협약상 권리에 위배되는 법률을 개정하

기 위한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

95) Clayton･Tomlinson, The Law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72-174쪽.

96) Clayton･Tomlinson, The Law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2037쪽.

97)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29, 
7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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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이라고 판시한다.98) 이에 관하여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

제수단 제공이라는 인권법의 목적이 온전히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가 제기되었다.99) 

이처럼 인권법에 근거하여 사법심사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가 행

정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인 경우에만 충분한 이익이 인정된다(인

권법 제7조 제3항). 이때 개인이 인권법상 피해자인지 여부는 유럽인권협약 

제34조의 정의에 기초하여 판단한다(인권법 제7조 제7항).100) 따라서 영국 

인권법에 따른 사법심사청구소송의 원고적격은 오직 유럽인권협약상 피해자

에게만 인정된다.

4. 유럽인권협약상의 피해자

유럽인권법원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directly 

affected) 경우 협약상 인권 침해의 피해자로 인정한다.101) 이는 협약상 명문

으로 규정된 요건은 아니지만 유럽인권법원에서 해석상 인정하고 있는 요건

으로, Klass and Others v. Germany 판결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102) 위 

판결에서 유럽인권법원은 제34조가 제33조와 달리 침해의 주장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살펴본다면 협약에 단순히 위반된다고 느끼는 광범위한 

경우까지 사인의 제소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03) 국가 간 사건에서 

체약국의 제소에 관한 제33조는 ‘어떠한 위반에 대하여도’(any alleged 

98) Lancashire County Council v Taylor [2005] 1 W.L.R. 2668, CA (Civ Div) [38].
99) 관련 논문으로, 한성민, "영국 인권법이 사법심사청구소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56쪽; Peter Cane, Administrative law, 
5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291-2쪽.

100) 인권법 제7조 제7항;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a person is a victim of 
an unlawful act only if he would be a victim of Article 34 of the Convention 
if the proceedings were brought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respect of that act.”

101) Klass and Others v. Germany (1979) 2 EHRR 214.
102) Klass and Others v. Germany (1979) 2 EHRR 214.
103) Klass and Others v. Germany (1979) 2 EHRR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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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ch)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정한 반면, 사인, 비정부기구 등의 

개인제소에 관한 제34조는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개

인제소의 경우 제소권한을 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인권법원은 협약 위반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면 그 자체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 침해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을 요한다.104) 

위와 같이 직접 피해를 입은 자뿐만 아니라, 유럽인권법원은 실제적인 손

해 또는 피해가 없더라도 잠재적인 피해의 위험이 있다면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한다. 이러한 손해 또는 피해의 유무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

는지와 관련하여 문제될 뿐이므로, 피해자 지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해 또

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105) 

Campbell and Cosans v. United Kingdom 판결에서, 학생인 원고가 영국 

학교의 체벌이 협약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106) 유럽인권법원은 

원고가 직접적으로 체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교에 출석한다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비인간적인 대우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보아 협약상 피

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Bowman v. United Kingdom 판결에서 유럽

인권법원은 종국적으로 무죄인 피고라 할지라도 그 원인된 행위로 인하여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피해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

다.107) 나아가 법률이 불명확하다는 점만으로도, 신문사가 표현의 자유에 관

한 유럽인권협약 제10조의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

다.108) Norris v. Ireland 판결에서 원고 David Norris는 동성애자이자 동성애 

104) Klass and Others v. Germany 판결은 우편물 등의 감시에 관한 독일법이 개별 

사인의 협약상 권리를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유럽인권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a law may by itself violate the rights of an individual if the 
individual is directly affected by the law in the abence of any specific measure 
of implementation.”

105) Campbell and Cosans v. United Kingdom (1982) 4 EHRR 293.
106) Campbell and Cosans v. United Kingdom (1982) 4 EHRR 293.
107) Bowman v. United Kingdom (1982) 5 EHRR 1.
108) Times Newspapers Ltd. v. United Kingdom (1985) 41 DR 123, EComm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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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위해 활동하던 운동가로, 성인 남성 간의 특정 동성애 행위를 범죄화

하는 아일랜드의 법률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109) 

유럽인권법원은 원고가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동성애 행위를 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기소되었다는 사실은 없지만, 잠재적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유럽인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110) 

한편 자신의 협약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직접 주장하는 자(직접적 피해자)

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협약상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자를 간접적 

피해자라고 한다. 유럽인권협약 제34조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직접적 피해

자를 의미하지만, 예외적으로 유럽인권법원은 일정한 경우 간접적 피해자 역

시 피해자로 인정한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협약상 권리의 침해를 

원인으로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 피해자의 지

위를 인정하는 것이다.111) 예를 들어 배우자는 남편에 대한 처우를 다툴 수 

있고,112) 쌍둥이 형제에 대해,113) 어머니는 아들의 구금에 대해114) 다툴 수 

있는 피해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유럽인권법원은 오심에 의해 남편이 처형된 

처,115) 테러사망자의 배우자116)가 간접적 피해자로서 도덕적 이해관계를 주

장한 경우 모두 협약 제34조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간접적 피해자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설시는 Open Door Counselling and 

Dublin Well Woman v. Ireland 판결에서 더욱 발전하였는데, 원고인 비영리

단체는 낙태병원의 위치와 이름, 연락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117) 

109)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29, 
778쪽; Gomien, Harris and Zwaak, “Law and Practice of the Europi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Europian Social Charter”, Council of 
Europe, 1996, 44-46쪽.

110) Norris v .Ireland (1988) 13 EHRR 186.
111) Clayton･Tomlinson, The Law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2017쪽.
112) X and Y v. Belgium (1963) 6 YB 590.
113) X v. Belgium (1978) 8 DR 220.
114) Y v. Austria (1962) 8 CD 136.
115) Noelkenbockhoff v. Germany (1987) 10 EHRR 163.
116) Mrs W v. Ireland (1983) 32 DR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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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아일랜드 법원은 원고가 영국 낙태병원의 위치와 이름, 연락방법 등

에 대한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위 금지명령이 유럽인권협약 제10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

다. 유럽인권법원은 위 금지명령으로 여성들이 낙태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전제한 뒤, 원고인 

비영리단체가 이들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간접적 피해자라고 보아 아일

랜드 법원의 금지명령이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위반한다고 보았다.

117) Open Door and Dublin Well Woman v Ireland (1992) ECHR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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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

초기 연방대법원은 사법부의 개입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구로 원고적

격론을 활용하면서, 법적 이익을 기준으로 원고적격을 심사하였다. 이후  

Data processing 판결에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연방대법원은 헌법

과 제정법에 따른 원고적격 요건을 확립하였다.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에서는 

사실상 손해와 인과관계, 회복가능성, 제정법상 원고적격 요건에서는 이익의 

영역을 심사한다. 이하에서는 각 요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원고적격 인정기준의 변화와 적용사례를 검토한다.

Ⅰ. 미국 원고적격론의 변화

미국에서는 1930년대 뉴딜정책과 맞물려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를 최

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에서 원고적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 주

도의 경제개발과 대규모 토목사업 등이 벌어지면서, 이러한 ‘큰 정부’의 결

정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각종 소송을 통해 사업이 저지되는 

일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브랜다이스(Brandeis) 대법

관과 프랭크퍼터(Frankfurter) 대법관의 주도로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가 판결

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원고적격은 사법부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로 활용되었다.118) 다만 당시에는 사소권(a private right of action) 혹은 

청구원인(the cause of action)을 원고적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

하였다.119) 관련하여 원고적격이 왜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미국에서는 크게 

대립성설과 권력분립설로 이를 설명한다. 이는 원고적격의 의의에 관하여 오

늘날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18) Ho, Daniel E, & Ross, Erica L., “Did Liberal Justices Invent the Standing 
Doctrine? An Empirical Study of the Evolution of Standing, 1921-2006”, 
Stanford Law Review, vol. 62, no. 3, 2010, 591-667쪽.

119) Tennessee Elec. Power Co. v. TVA, 306 U.S. 118 (19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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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당해 처분을 다툴 가장 적합한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의 대립

이 있는 자를 뽑을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대립성설, adverseness 

rationale).120) “정당한 이해관계의 대립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그 입장을 제

시”할 수 있도록 “당해 문제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 자

가 소룰 제기”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주장이다.121) 둘째, 삼권분립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정권 및 입법권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헌법에 따라 제한되는 법원의 권한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는 견해가 있다(권력분립설, seperation of power rationale).122)

미국의 원고적격론은 뉴딜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데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원고적격을 부인하여 심사를 회피 및 거부할 수 있다는 권력분립설이 설득

력을 갖는다.123) 반면 연방대법원은 헌법상 원고적격의 요건으로 사실상의 

이익침해, 인과관계 및 회복가능성, 제정법상 원고적격의 요건으로 이익의 

영역 내에 있을 것을 요하고 있는데 권력분립설만으로는 연방대법원의 이러

한 태도를 설명하기 어렵다.124) 오히려 위와 같은 원고적격의 요건은 소송물

에 관하여 가장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자를 선별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하

120) David M. Driesen, “Standing for Nothing: The Paradox of Demanding 
Concrete Context for Formalist Adjudication”, Cornell law review, vol. 89, no. 
4, 2004, 818쪽; 박종원, “미국법상 원고적격의 구조에 관한 고찰”, 부동산법학 

제10권, 2004, 248쪽.
 121) 박종원, “미국법상 원고적격의 구조에 관한 고찰”, 부동산법학 제10권, 2004, 

247쪽.
 122) Fletcher, William A., “The Structure of Standing”, The Yale Law Journal, 

vol. 98, no. 2, 221쪽; 김동건, “미국에서의 납세자의 원고적격”, 공법연구 제32
집 제1호, 2003, 515쪽; 박종원, “미국법상 원고적격의 구조에 관한 고찰”, 부동

산법학 제10권, 2004, 248쪽.
123) 박종원, “미국법상 원고적격의 구조에 관한 고찰”, 부동산법학 제10권, 2004, 

248쪽.
124) David M. Driesen, “Standing for Nothing: The Paradox of Demanding 

Concrete Context for Formalist Adjudication”, Cornell law review, vol. 89, no. 
4, 2004, 82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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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처럼 원고적격의 의의는 어느 한 견해로만 설명할 

수는 없고, 원고적격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사법부의 개입범위의 한계를 정한

다는 측면과 가장 효과적으로 처분 등 행정작용을 다툴 자를 선정한다는 측

면을 모두 갖고 있다.125)

Tennessee Elec. Power Co. v. Tennessee Valley Authority 판결은 뉴딜정

책하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문제된 대표적인 경우로, 사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연방대법원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126).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테네시유역

개발공사법(Tennessee Valley Authority Act)를 제정하고 테네시유역개발공사

(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를 설립하였다. 위 법에 따라 테네시유역

개발공사는 테네시강에 댐을 건설 및 관리하고 댐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판

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테네시유역개발공사가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주 내에서 

전기를 유통･판매하던 전력회사들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테

네시주의 전력회사들은 테네시유역개발공사법이 수정헌법 제10조에 반하여 

연방정부가 주의 문제에 개입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지명

령을 청구하였다. 수정헌법 제10조는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 또는 국민이 보유한다’고 정하여 연방주

의 원리를 정하고 있는데127), 연방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설립된 테네

시유역개발공사의 전력 판매는 곧 연방정부의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주

장이었다. 원고들은 테네시유역개발공사의 전력 판매로 인하여 전기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는 곧 연방정부가 간접적으로 테네시주 전력회사들의 전기요

125) Fletcher, William A., “The Structure of Standing”, The Yale Law Journal, vol. 
98, no. 2, 221쪽; 김동건, “미국에서의 납세자의 원고적격”, 공법연구 제32집 제

1호, 2003, 515쪽; 박종원, “미국법상 원고적격의 구조에 관한 고찰”, 부동산법

학 제10권, 2004, 248쪽.
126) Tennessee Elec. Power Co. v. TVA, 306 U.S. 118 (1939).
127)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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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테네시유역개발공사법이 수정헌법 제10조

에 반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법적 이익에 대한 침해

가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전력회사들이 금지

명령을 청구할 법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128)

이처럼 1930년대 연방대법원은 ‘법적 이익심사’(Legal Right Test)를 기준

으로 원고적격을 판단하면서, 법적 이익이 없는 경우 본안청구의 당부와 무

관하게 소를 각하하였다. 사인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법적 이익은 재산권, 계약, 법령에서 보호되는 

지위 등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뉴딜정책과 같이 행정청

의 판단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적 이익심

사를 적극 활용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원고적격의 판단기준이 일관되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살

펴본 Tennessee Elec. Power Co. v. Tennessee Valley Authority 판결로부터 

불과 1년 뒤 선고된 FCC v. Sanders Brothers Radio Station 판결129)에서, 연

방대법원은 행정청의 결정으로 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사인에게도 원고적격

을 인정하였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신규 라디오방송사에 방송면허를 부

여하자, 경쟁사인 기존 라디오방송사가 위 방송면허결정을 다툰 사안이다. 

원고는 위 결정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

을 뿐,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에 대한 침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법적 권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면 본안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130)

원고적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1930년대 연방대법원은 

보통법상 사인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재산권, 계약, 법령에서 보호되는 지위 

128) Tennessee Elec. Power Co. v. TVA, 306 U.S. 118 (1939) [138]; “The 
principle is without application unless the right invaded is a legal right, — one 
of property, one arising out of contract, one protected against tortious invasion, 
or one founded on a statute which confers a privilege.”

129) FCC v. Sanders Brothers Radio Station, 309 U.S. 470 (1940).
130) FCC v. Sanders Brothers Radio Station, 309 U.S. 470 (1940)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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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이익을 기준으로 행정작용을 다투는 사인의 소제

기를 통제하였다. 이후 1946년 제정된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제702조에서 최초로 원고적격에 관한 개별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제702조)131). 연방대법원은 연방행정절차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연방

행정절차법 제702조를 법적 권리 또는 이익에 한정하여, 법적 이익심사이론

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하급심에서는 법적 권리 또는 이익에 이르지 않더라도 행정청의 

결정으로 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사인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판결례가 등

장하였다. 원고적격을 확대하려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이다. 예를 

들어 자연의 아름다음을 누리고 싶은 시민이 행정부의 규제가 불충분하여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자, 이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결이 나

타났다.132)  사법(私法)상 권리에 기하여 법적 이익을 심사하였던 기존 심사

기준으로는 환경상 이익 등에 대한 새로운 분쟁유형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

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Ⅱ.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133)

131) “person suffering legal wrong because of agency actionm or adversely affected 
or aggrieved within the meaning of a relevant statue”,

132) Norwalk Core et al., Plaintiffs-appellants, v. Norwalk Redevelopment Agency 
et al., Defendants-appellees, 395 F.2d 920 (2d Cir. 1968); Office of 
Communication of the United Church of Christ, Aaron Henry, Robert L. T. 
Smith and United Church of Christ at Tougaloo, Appellants,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Appellee,lamar Life Broadcasting Company, 
Intervenor, 359 F.2d 994 (D.C. Cir. 1966); Scenic Hudson Preservation v. Fed. 
Power, 354 F.2d 608 (2d Cir. 1965).

133) 미국 행정소송 상 원고적격의 일반적 요건을 소개한 논문으로 다음을 참조. 
권종걸, “연방대법원의 Massachusetts v. EPA 판결을 통해 본 미국 환경법 판례

의 경향”, 영남법학 제30호, 2010; 김광수, “미국 행정소송과 원고적격-법적 권

리에서 사실상의 손상(injury in fact)으로-”, 행정법연구 제39호, 2014; 김동건, 
“미국에서의 납세자의 원고적격”, 공법연구 제32집 제1호, 2003; 김은주, “미국 

연방대법원의 Massachusetts v. EPA 판결과 예방에 근거한 원고적격 이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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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연방헌법 제3조의 사건성(cases)과 분쟁성(controversies)이라는 단어

로부터 원고적격의 요건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를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이

라 한다.134) 편의상 ‘헌법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헌법에 원고

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2011; 김춘환, “미국과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에 있어서 

단체의 원고적격”, 법학논총 제24권 제3호, 2017; 김춘환, “美國의 競業者訴訟
에 있어서의 原告適格”, 토지공법연구 제21집, 2004; 박수헌, “미국 헌법상 

Standing 법리와 허위청구에 관한 법(False Claims Act)상의 Qui Tam 원고의 

Standing 인정 여부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제12권, 2000; 박수헌, “미국법상 

입법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고찰 - Raines v. Byrd 사건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0집 제4호, 2001; 박종원, “미국법상 원고적격의 구조에 관한 고찰”, 부동산

법학 제10권, 2004; 이비안, “영미행정법상의 원고적격: 사법적극주의와의 관계

에서”,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2012; 이한성, “美國 環境法上의 原告適格에 관

한 判例의 動向”, 법조 제50권 제12호, 2001; 임지봉, “미국헌법상 사법권 행사

의 한계로서의 원고적격”,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1호, 2011; 정하명, “미국에서

의 공익소송의 현안과 시사점”, 행정법학 제15호, 2018; 차상봉, “미국의 납세자

의 원고적격법리에 관한 검토”, 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1호, 2005; 차상붕, “Qui 
Tam action 제도”, 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4; 차상붕, “미국의 NEPA 소송

과 환경소송상의 원고적격”, 토지공법연구 제31집, 2006.
134) 미국 연방헌법 제3조 제2항 “사법권은 본 헌법과 합중국 법률, 그리고 합중국

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조약으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통법상 

및 형평법상의 사건,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사

재판 및 해상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합중국이 일반 당사자가 되는 분쟁, 2개주 

이상의 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어느 주와 다른 주의 시민 간 분쟁, 상이한 

주의 시민 간 분쟁, 다른 주로부터 부여된 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발생하는 

같은 주 내의 시민 간의 분쟁, 그리고 어떤 주나 그 주의 시민과 외국 또는 외

국 시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미친다.”; The judicial Power shall extend 
to all Cases, in Law and Equity, arising under this Constitution,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ir 
Authority; to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to all Cases of 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 to Controversies to 
which the United States shall be a Party; to Controversies between two or more 
States; between a State and Citizens of another State; between Citizens of 
different States; between Citizens of the same State claiming Lands under Grants 
of different States, and between a State, or the Citizens thereof, and foreign 
States, Citizens or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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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요건이 열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은 사건성과 

분쟁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법원의 해석례 내지 판례법에 가까운 영역이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으로 사실상 손해, 인과관계(causation)와 

회복가능성(redressability)을 심사한다.

1. Data processing 판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적 이익심사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던 중, 

연방대법원은 Association of Data Processing Service Organizations v. Camp. 

사건(이하 ‘Data processing 판결’)에서 종래 법적 이익 또는 법적 보호이익

을 기준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던 법적 이익심사기준을 폐기하고 헌법상 

요건을 최초로 설시하여 사실상 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135)136) 

Data processing 판결에서 원고는 데이터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단체로, 국립은행의 데이터처리업 신청을 허가한 통화감독청(Comptroller of 

the Currency)의 허가처분을 다투었다. 대공황 이후 미국은 원칙적으로 은행

이 은행업무 이외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 은행의 안전성을 확보하

고 예금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은행은 예외적으로 본래 업무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 은행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에 국립은행의 데이터처리업 신청에 대해 통화감독청이 겸업을 허

가하자, 기존 사업자인 원고는 허가처분을 다투는 경업자소송을 제기하였

다.137)

135) Association of Data Processing Service Organizations v. Camp., 397 U.S. 
150(1970).

136) 대상판결을 소개한 논문으로 박종원, “미국법상 원고적격의 구조에 관한 고

찰”, 부동산법학 제10권, 2004, 234-265쪽; 김춘환, “미국의 경업자소송에 있어

서의 원고적격”, 토지공법연구 제21집, 2004, 191쪽; 김희곤,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법리 ᄑ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7권, 1990, 1932쪽.
137) 사안의 쟁점은 경업자인 원고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이다. 항소법원은 ① 공공

헌장(Public Charter) 또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법적 이익, ② 개별법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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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법적 이익이 본안판단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항소법원의 판

단을 파기하여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본안판단과 원

고적격의 문제를 구별하였는데,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연방헌법

상 요건과 제정법상 요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전자에 관하여 연방헌법상

으로는 사실상의 이익 침해, 회복가능성, 인과관계, 제정법상으로는 보호되는 

이익의 영역 내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다만 이를 연방헌법상 요건 및 제정

법상 요건으로 지칭하긴 하지만 연방헌법과 제정법에 원고적격의 요건 하나

하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연방헌법 제3조에서는 사건성과 분쟁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방법원의 관할

을 인정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로부터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세가지 요건

을 도출하였다. 첫째, 원고는 사실상 이익의 침해를 증명하여야 한다. 둘째, 

다툼의 대상이 된 행정작용에 의하여 위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셋째, 

본안판단을 통하여 위 손해의 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러한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헌법 제3조의 사건성 및 분쟁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어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이에 더하여 연방대법원은 제정법상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첫

째, 원고의 이익이 헌법 및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의 범위 내에 있어

야 한다(zone of interest, 이익의 영역). 둘째, 원고의 주장이 단지 일반적 불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셋째, 제3자가 아닌 원고 스스로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Data processing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사실상 이익을 인정하였다. 

데이터처리서비스 분야에서 국립은행과 경쟁하는 것은 원고에게 경제적 손

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고 소속 데이터처리사업자와 

협상하던 계약상대방이 국립은행과의 데이터처리서비스계약 체결을 진지하

호하는 법적 이익, ③ 의회가 행정작용에 대하여 사법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원고가 공공을 대표할 수 있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의 공공의 이익이 있

는 경우 법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사안의 경우 항소법원은 

원고가 위 ①, ②, ③의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여 법적 이익(legal 
interest)이 없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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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고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아가 제정법상 요건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이익영역을 폭넓게 해석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은행법 규정이 

경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부수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만

으로도 이익영역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은행의 업무범위를 제

한하는 은행법 규정이 경업자인 원고를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

니고 있는지 또는 국립은행이 실제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았다. 

이처럼 연방대법원은 Data processing 판결을 통해 기존 법적 이익 모델 

하에서 행정권에 의해 사법상의 권리침해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원고적격을 

인정하던 입장을 폐기하고, 사실상 손해를 받은 자에게까지 원고적격을 인정

고자 하였다.138) 사실상 손해는 본 판결이 확립한 헌법상 원고적격의 요건과 

제정법상 원고적격의 요건을 후속 판결을 통하여 그 의미를 해석, 확립한다. 

2. 사실상 손해

Data Processing 판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행위를 다투고자 하는 자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사실상 손해(injury in fact)를 

입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실상 손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사실

상 손해는 환경단체가 원고적격을 주장한 LujanⅠ판결139)에서, ‘법적으로 보

호받는 이익에 대한 침해 중 구체적이고 특정되었으며, 사실적이고 급박하며 

추측에 불과하거나 가상의 것이 아닌 침해’라고 정의한다.140) 

138) 이한성, “미국(美國) 환경법상(環境法上)의 원고적격(原告適格)에 관한 판례

(判例)의 동향(動向)”, 법조 제50권 제12호, 2001, 19쪽.
139)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504 U.S. 555 (1992). 이하 ‘LujanⅠ 판결’이

라 한다. Lujan v.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497 US 871 (1990) 판결은 

‘LujanⅡ 판결’로 표기하여 구분한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정부가 

자금지원을 결정한 사안에서, 환경단체는 향후 해당 지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

으므로 환경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LujanⅠ 판결).
140) “an invasion of a legally protected interest which is concrete and 

particularized, and actual or imminent, not conjectural or hypothetical”



- 47 -

구체적･사실적이고 특정되어 있으며 급박한 손해가 무엇인지는 결국 개별 

구체적 사례를 통해 판단한다. 이하에서는 일련의 판례군을 통해 먼저 어떠

한 종류의 이익이 사실상 손해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사실상 손해가 정의한 사실상 손해의 개념표지 중 급박성 및 사

실성과 관련하여, ①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를 사실상 손해로 인정할 것인지, 

② 구체성과 특정성과 관련하여 ‘일반적 불이익’(generalized grievance)도 사

실상 손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판례를 다룬다.

(1) 사실상 손해의 대상이 되는 이익의 범주

앞서 언급한 Data Processing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은행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인 사실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

시하였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손해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다. Clinton v. New York 판결141)에서 대통령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원고는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연방대법원은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Scenic Hudson Preservation Conference v. Federal 

Power Commission 판결142), Sierra Club v. Morton 판결143)에서 미적

(aesthetic), 보전적(conservational), 환경적(environmental) 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실상 손해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여 환경적 이익도 사실상 손해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Scenic Hudson Preservation Conference 판

결에서 원고는 허드슨강의 경치에 대한 미적, 환경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

였고, 원고적격이 인정되었다. Sierra Club 판결에서 원고는 미네랄 킹 계곡

의 자연환경을 이용할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였는데, 사실상 손해는 

위와 같은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실상 손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

141) Clinton v. City of New York, 524 U.S. 417 (1998).
142) Scenic Hudson Preservation Conference v. Federal Power Commission, 354 

F.2d 608 (2d Cir. 1965).
143) Sierra Club v. Morton, 405 U.S. 727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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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위 판결에서 원고는 구체적인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여 원고적격이 

부인되었다.144) 나아가 SCRAP 판결145)에서 사실상 손해는 자연환경에 대한 

미적･보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다툼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하이킹이나 낚

시, 트래킹 등을 즐길 여가적(recreational) 이익에 대한 침해도 사실상 손해

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흥미롭게도 연방대법원은 정보적(informational) 이익에 대한 침해도 

사실상 손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관련하여 Federal Election 

Commission v. Akins 판결146)에서, 원고는 행정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특정

단체의 지원을 받는 공직선거 후보에 대한 기부금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

하게 되었다는 정보적 손해를 주장하였다. 사실상 손해는 원고의 주장을 인

용하여 특정 정보를 획득할 이익에 대한 침해도 사실상 손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장래의 손해

과거 또는 현재의 손해에 대해서만 사실상 손해를 인정할지가 문제된다. 

소제기 및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아직 손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손해가 구체적이라면 

이러한 손해에 대한 침해로부터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LujanⅠ 판결에서 환경단체인 Defenders of Wildlife은 피고 내무

부 장관 등을 상대로 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행위결정과정의 위법

성을 다투면서, 장래 발생할 손해의 위험성이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사

144) 소외 월트 디즈니사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원고 이외의 자에게 사실살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다. 연방대법원은 미네랄 킹 계곡이나 세쿼이아 국립공원을 이용

하는 사람, 스키 리조트 및 이를 위하여 개발된 고속도로로 인하여 소유 토지의 

가치가 하락한 사람에게 사실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원고 또

는 원고 구성원이 위와 같은 사실상 손해를 입지 않아, 원고적격이 부인되었다. 
145) United States v. Students Challenging Regulatory Agency Procedures, 412 U.S. 

669 (1973).
146) Federal Election Commission v. Akins, 524 US 11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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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손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피고인 내무부 장관과 상

공부 장관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자금지원 행위로 인

하여 멸종위기 동물의 멸종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이는 원고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익의 침해로 연결된다고 하였다.147) 다만 원고의 구성원 중 해당 지

역의 거주민은 없었고, 원고의 구성원 중 일부는 해당 지역을 한번이라도 방

문한 경험이 있었다. 원고의 구성원은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이집트와 스리랑

카 등에 위치한 자연환경을 장래 다시 방문하여 멸종위기 동물을 관찰할 예

정이라는 점을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 및 사실상의 손해를 주장하였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급박한’ 사실상 손해를 증명하는 데 실

패했다고 판시하며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단순

히 언젠가 해당 지역에 재방문할 것이라는 막연한 계획만이 표시되어 있었

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사실상 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해당 

지역에 다시 방문하여 자연환경을 즐길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

명이 필요하고, 이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재방문 의도에서 나타난 ‘언

젠가’의 날짜가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48)

반면 Massachusetts v. EPA 판결149)에서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장래 발생

한 손해의 급박성을 성공적으로 증명하여 사실상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

였다. 원고인 메사추세츠주는 피고인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새로운 차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

하여, 위 처분이 지구온난화를 야기하여 해수면의 상승을 초래하고 원고 주

의 해안 토지가 상당부분 포락될 것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사실상 손해를 주

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의 포락 가능성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 충분히 구체적이고 급박하므로 사실상 손해가 존재한

다고 판시하였다.150)151) 원고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기초로 2100

147)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504 U.S. 555 (1992).
148)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504 U.S. 555 (1992).
149) Massachusetts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549 US 497 (2007).
150) Massachusetts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549 US 497 (2007).



- 50 -

년까지의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였는데 이러한 예측이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반대의견은 원고의 주장이 단순한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보아 다수의견을 비판하였다. 원고가 근거로 제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에서 2100년까지 20cm에서 70cm의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였는데, 반대

의견은 해당 프로그램의 해수면 상승량 계산 오차가 평균 30cm, 최대 70cm

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152) 

나아가 예측의 정확성 문제를 별론으로, 반대의견은 손해발생의 판단이 되는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라고 비판하였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100여년

에 걸친 지구온난화로 인한 토지 포락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토지 포락을 

사실상 손해로 인정하는 것은 판례가 형성한 손해의 급박성 법리를 완전히 

형해화할 것이라는 논지이다.

Baur 판결153) 에서 원고는 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소를 인간이 소

비하는 음식에 사용하는 관행을 금지하지 못한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의 조치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

는 소를 사용한 음식을 섭취하여 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증대된 것은 사실

상 손해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International Bhd. Of Teamsters 판결154)에서 원고는 미국보다 면허발급 

요건이 완화된 멕시코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가 미국 내에서 운전

하는 것을 허용한 교통부 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

고의 결정으로 인하여 좀 더 위험한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하게 되고, 이는 

원고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

을 인정하여 사실상 손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51) 이에 더하여 다수의견은 이하에서 살펴볼 일반적 불이익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손해는 전 인류가 공유하는 손해에 해당하지만 사

안에서와 같이 발생하는 손해가 충분히 특정된 경우는 개별성,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여 사실상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52) Breyer･Stewart･Sunstein･Vermeule･Herz,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8th edition, Wolters Kluwer, 2017, 843쪽.
153) Baur v. Veneman, 352 F.3d 625 (2d Cir. 2003).
154) International Broth. of Teamsters v. Pena, 17 F.3d 1478 (D.C. Ci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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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ublic Citizen 판결155)에서 원고인 공익단체는 타이어 안전성 규제가 

허술하여 자동차 사고가 날 위험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상 손

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사실상 손해가 급박함은 인정하였으

나, 그러한 손해는 원고 단체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운전자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는 점을 근거로 손해의 개별성을 부정하였다. 마찬가

지로 Navegar INC. 판결156)에서 원고는 원고가 제조하는 권총을 불법화한 

조치를 다투었는데, 이에 대하여 사실상 손해는 원고만이 제조하는 특정 모

델의 권총을 불법화한 규정은 원고에게 급박한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인

정되나, 다른 많은 총기회사가 함께 제조하고 있는 모델의 권총을 불법화한 

규정은 급박성이 인정될 수 없어 원고적격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

(3) 일반적 불이익

일반적 불이익은 손해가 특정하기 어려운 다중에게 분산되어 발생하는 경

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과도한 세금을 들여 불필요하게 도로를 확

장한 경우, 납부한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포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는 점을 들어 일반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일반적 불이익의 문

제가 된다(세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일반 시민이 다툴 수 있는지는 뒤에서 

살펴볼 납세자소송의 문제가 된다).

앞서 살펴본 사실상 손해에 관한 판결례에 의하면 사실상 손해를 구성하

기 위한 원고의 이익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어야 한다.157) Richardson 판

결158)과 Schlesinger 판결159) 등에서 일반 국민이 공통으로 주장할 수 있는 

손해(이른바 일반적 불이익)를 근거로 소를 제기한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상 원고적격의 요건인 사실상 손해가 인정되

155) Public Citizen v. National Highway Traffic, 513 F.3d 234 (D.C. Cir. 2008).
156) Navegar, Inc. v. U.S, 103 F. 3d 994 (1997).
157)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504 U.S. 555 (1992).
158) United States v. Richardson, 418 US 166 (1974).
159) Schlesinger v. Reservists Committee to Stop the War, 418 U.S. 208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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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원고는 일반적 불이익 이상의 개인적, 구체적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있

으며, 단순히 정부의 절차위반으로 일반 국민이 입게 되는 손해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공통적인 손해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3. 인과관계와 회복가능성

인과관계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상 손해가 피고의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한다는 요건이고, 회복가능성은 원고 승소의 판결로 인하여 사실

상 손해가 치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160) 

(1) 인과관계

Simon v. Eastern Kentucky Welfare Rights Organization 판결161)에서 연방

대법원은 인과관계와 회복가능성을 부정하였다. 원고는 빈곤층과 빈곤층을 

대표하는 단체로, 국세청장 및 재무부 장관을 피고로 하여 빈곤층에게 완전

한 진료 서비스가 아닌 응급실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비영리 병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국세청의 결정을 다투었다.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제501조 c항 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병원은 자선 단체에 해당하여 세

제혜택을 받는데, 1956년 국세청 결정 56-185호에 따르면 위 병원은 병원비

를 낼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재정한도까지 제공할 의무를 부

담한다. 그런데 1969년 국세청은 결정 제69-545호를 통해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도 내국세입법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응

급실 이외의 병원진료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하여 병원비를 낼 수 없는 환자

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재정한도까지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내국세입법상 

자선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60) Breyer･Stewart･Sunstein･Vermeule･Herz,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8th edition, Wolters Kluwer, 2017, 852쪽.

161) Simon v. E. Ky. Welfare Rights Org., 426 U.S. 26, 96 S. Ct. 1917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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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병원으로부터 무료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손해를 입

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 재무부 장관과 국세청장이 병원으로 하여금 전

면 무료진료를 제공하지 않고 일부분만 제공하도록 장려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사실상 손해, 인과관계, 회복가능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원고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법원은 원고 단체의 일부 회원이 

병원으로부터 무료진료를 거절당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병원

은 피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원고적격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 국세청장과 재무부 장관이 병원으로 

하여금 일부분만 무료로 진료하도록 장려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

원은 병원이 일부 무료진료를 선택하는 것이 피고의 결정에 의한 것인지, 세

금 혜택 여부와는 상관없는 병원의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

고 추측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

였다. 마찬가지로 회복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통해 원

고가 병원의 무료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추측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부 무료진료를 선택한 병원에 대한 조세 혜택을 철회한다 하

더라도 병원이 반드시 완전 무료진료를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Duke Power 

CO. v. Carolina Environmental Study Group 판결에서는 실질적 개연성을 고

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였다.162) 원고들은 듀크 전력회사가 건설할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환경단체이다. 원고들은 원자력 발전소로 인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손해배상 체계

로 대체하는 Price-Anderson 법의 규정이 평등권(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원고들의 사실상 손해, 인과관계와 회복가능성이 있다고 보

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문제된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완료

될 경우 인근 호수가 오렴되어 원고들의 환경적·심미적 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162) Duke Power Co. v. Carolina Envtl. Study Group, 438 U.S.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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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원고들의 사실상 손해를 인정하였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Price-Anderson 

법의 책임제한 조항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듀크 전력회사가 새로운 원자력 발

전소를 건설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실질적인 개연성’(substantial likelihood)

이 존재한다고 보아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회복

가능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연방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로 인하여 

Price-Anderson 법이 위헌으로 인정되면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호수의 오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회복가능성 요

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았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본안판단에서 원고들의 주장

을 배척하였다. 

한편 Allen v. Wright 판결163)에서 연방대법원은 면세 지위와 인종차별 간

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였다. 원고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부모이다. 사립학교

의 인종차별주의적 관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미국 내국세입법은 차별적 관

행을 장려하는 학교에 대한 면세 지위를 박탈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사적 

기부의 세금공제 혜택 또한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고는 국세청을 피

고로 하여, 국세청이 해당 규정을 집행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립학교

의 인종차별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국세청이 규정을 집행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인종

차별주의적인 몇몇 사립학교에 면세 지위를 허용하게 된 것과 원고 자녀들

이 다니는 공립학교의 인종차별주의적인 경향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피고의 의무 해태

로 인하여 원고의 자녀가 인종적으로 통합된 사립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법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연

방대법원은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주의적인 사립학교가 면세 혜택을 받고 있

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러한 사립학교에 면세 혜택을 박탈한다

고 하여 특정 학교가 인종차별주의적 학교 정책을 반드시 전환하게 되는 것

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163) Allen v. Wright, 468 US 737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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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복가능성

이미 완료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복가능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취지

에서 Steel Co. v. Citizens for a Better Environment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원고적격을 부인하기도 하였다.164) 원고는 Citizens for a Better Environment

라는 환경보호단체이다. 원고는 ‘긴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이하 EPCRA)의 시민소송 조

항에 근거하여, 시카고철강회사가 1988년부터 EPCRA의 유독화학물질 저장 

및 배출에 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시카고철강회사는 과거 누락되었던 보고를 소제기 시점까지 모두 이

행하였다는 사실과, EPCRA가 이미 완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허

락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다.165)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사안에서는 과징금 부과로 

원고의 사실상 손해가 치유될 수 있는지, 즉 회복가능성이 문제되었다. 피고

의 보고의무위반이 인정될 경우 행정청은 EPCRA 제11046조 제e항에 따라 

과징금166)을 부과할 수 있는데, 원고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피고의 이익을 

환수하여 원고의 사실상 손해가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칼리아

(Scalia) 대법관은 피고가 과징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국 정

164) Steel Co. v. Citizens for a Better Env't - 523 U.S. 83, 118 S. Ct. 1003 
(1998).

165) 지방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법원은 EPCRA가 이미 완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민소송을 조항에 따른 소제기를 허용한다고 해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166) 한국의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을 구별하고 있으나, 미국은 과태료와 과징금을 

포괄하여 민사금전벌(civil penal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엄밀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청이 공익과 관련된 중대한 행정상 의무위

반에 금전적 부담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과징금에 가깝다. 이하에서는 EPCRA 
제11046조 제e항의 민사금전벌을 과징금으로 번역하여 소개한다. 과태료와 과징

금의 구별에 관하여는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2016, 2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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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국고에 귀속되는 금전일 뿐 원고의 손해를 회복할 구제수단이 아니라

는 점을 들어 헌법상 원고적격의 요건 중 회복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였다고 판단하였다. EPCRA는 보고의무 위반을 신고한 원고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167) 

이에 대하여 별개의견을 개진한 스티븐스(Stevens) 대법관은 원고적격을 인

정할지는 권력분립 원칙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데, 스칼리아 대법관을 

비롯한 다수의견은 단순히 의회가 누구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였는지 여부

만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하였다.168) 

한편 연방대법원은 회복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시민소송은 환경을 오염

시키는 배출원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유지적 구제를 하기 위한 집행제도

라는 점에서 순수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툴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

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이미 완료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에서 승소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복가능성 요건

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Ⅲ. 제정법상 원고적격 요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해석

1.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과의 관계

제정법상 원고적격 요건은 연방행정절차법 제702조에 근거한다. 연방대법

원은 연방행정절차법 제702조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법적인 피해를 당하

거나 관련 법령의 의미 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고통받은 자는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169)는 문언로부터 제정법상 요건인 ‘이익

167) Anne Joseph O'Connell, Gellhorn and Byse's Administrative Law, 12th edition, 
Foundation Press, 2018, 1323쪽.

168) Anne Joseph O'Connell, Gellhorn and Byse's Administrative Law, 12th edition, 
Foundation Press, 2018, 1323쪽.

169) “person suffering legal wrong ... or adversely affected or aggrieved by agency 
action within the meaning of a relevent statue, is entitled to judici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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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이라는 해석례를 도출한다. 이러한 헌법상 원고적격과 제정법상 원

고적격의 요건의 관계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은 위 요건이 병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본다. 연방대법원은 Gladstone Realtors v. Village of Bellwood 판

결170)에서 ‘법원이 어떠한 개인적 권리도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건

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거절하고자 할 때나 특정한 주장을 함에 있어 가

장 적합한 당사자 이외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할 때, 법원은 (원고의 

헌법상 원고적격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제정법상 원고적격 요건이 충족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원고적격을 부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연방대법원은 헌법상 원고적격과 제정법상 원고적격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제정법상 원고적격 요건 자체는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과 같이 고

정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법원은 원고적격을 심사함에 있어 적절하다

고 생각된다면 제정법상 요건을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171) 또한 연방의회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법상 요건을 배제하거나 원고적격의 인정범위를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의 한계까지 확장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연방대

법원은 Warth v. Seldin 판결에서 의회는 제정법상 원고적격 요건에 의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하도록 법령을 제정

할 수 있으나, 원고가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

이 여전히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72)173)

2. 이익의 영역 심사 

Federal Election Commission v. Akin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제정법상 

thereof”
170) Gladstone Realtors v. Village of Bellwood, 441 U.S. 91, 99100 (1979).
171) Match-E-Be-Nash-She-Wish Band Of Pottawatomi Indians v. Patchak, 567 U.S. 

___, No. 11246, slip op. at 15 (2010).
172) Warth v. Seldin, 422 U.S. 490, 501 (1975).
173) Breyer･Stewart･Sunstein･Vermeule･Herz,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8th edition, Wolters Kluwer, 2017, 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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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을 헌법상 원고적격과 병행하여 심사하였다.174) 연방선거운동법

(FECA 1971)은 연방 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가지고 

1년에 1천 달러 이상 지출하거나 1천달러 이상 기부받는 정치 단체에게 정

보기록과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조직(정치 단체)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한, 위와 같은 기부금이 단체 

또는 법인이 특정 회원과 소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출ᆞ기

부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고인 유권자단체는 연방선거운동법의 정보

공개조항을 근거로,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가 ‘미

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AIPAC)에게 연방선거운동법이 정치 단체에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소를 제기하였다.175)

피고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AIPAC가 정치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단체의 주요 목적이 후보의 공천지명이나 선거 당선에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항소법원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항소심’(The en banc Court of Appeals)은 피고가 연방선거운동

법의 정치 단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해석한다고 판시하면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면서 원고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는 주장을 추가하였다176).

연방대법원은 제정법상 원고적격의 요건으로 (1) 원고가 제3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2) 법원은 일반적 불이익에 해당하는 공적 

의미가 큰 사안에 대한 판결을 삼가야 하고,177) (3) 원고는 그들이 주장하는 

이익이 관련 법률조항 또는 헌법규정의 보호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174) Federal Election Commission v. Akins, 524 US 11 (1998).
175) Anne Joseph O'Connell, Gellhorn and Byse's Administrative Law, 12th edition, 

Foundation Press, 2018, 1236쪽.
176) Federal Election Commission v. Akins, 524 US 11 (1998).
177) 스칼리아 대법관은 본 판결의 반대의견에서 모든 시민에 의하여 일반적 불이

익은 사법(司法)적 구제절차가 아닌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

면서, 법원이 그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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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178) 이에 피고 대리인인 법무부 장관은 

원고가 제정법상 원고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법

무부 장관은 원고가 사실상 손해,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손해의 인과

관계, 승소 판결을 통한 손해의 회복가능성 모두 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은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1)요건]. 또한 원고의 손해가 일반적 불이익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상 원

고적격 요건 중 ‘사실상 손해 요건’을 살피면서 함께 판단하였다[위 (2)요

건].179)180) 나아가 원고의 이익이 관련 법률조항 또는 헌법규정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위 (3)요건], 다수의견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연방선거운동법 해당 조항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이익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제정법상 원고적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

원 다수의견은 Buckley v. Valeo 판결을 인용하면서 ‘연방선거운동법에 따르

면 정치위원회는 누가 어떤 후보에게 자금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 

미획득의 손해는 연방선거운동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 있다

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연방선거운동법 제정에 대한 연방의회

의 입법의도를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연방의회가 연방선거운동

법를 제정함으로써 보호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81)

178) Breyer･Stewart･Sunstein･Vermeule･Herz,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8th edition, Wolters Kluwer, 2017, 821쪽.

179) 스칼리아 대법관을 중심으로 많은 대법관들이 일반적 불이익과 관련된 요건을 

제정법상 원고적격 요건이 아닌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으로 포섭한다. 제정법상 

원고적격 요건은 의회의 입법을 통해 배제될 수 있는 임의적 요건인 점에 비추

어볼 때, 이는 널리 인정되는 불만 요건을 입법을 통해 배제할 수 없는 헌법상

의 요건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해석으로 Anne Joseph 
O'Connell, Gellhorn and Byse's Administrative Law, 12th edition, Foundation 
Press, 2018, 1241-1242쪽 참조.

180) Anne Joseph O'Connell, Gellhorn and Byse's Administrative Law, 12th edition, 
Foundation Press, 2018, 1238쪽.

181) Federal Election Commission v. Akins, 524 US 11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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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은 제정법상 원고적격과 헌법상 원고적격을 함께 판단하여, 양자

가 병존적인 요건임을 설시하였다.182) 또한 제정법상 원고적격의 요건 중 일

반적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헌법상 원고적격의 요건 중 

하나인 손해의 구체성 요건 심사에 포섭하여 해당 요건을 법원이나 의회에 

의하여 배제될 수 없는 헌법상 요건으로 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도를 보여준

다. 한편 인과관계 및 회복가능성 요건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판결 이후 

다른 사유를 들어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인

182) 헌법상 요건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거에서 사실상 손해 요

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상 손해는 원고가 AIPAC 기부

자 명단, 선거운동 관련 기부, 지출액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이다. 관련하여, 연방선거운동법은 위 정보에 관하여 AIPAC에게 공개의무를 부

과한다. 연방대법원은 위와 같은 정보가 원고가 AIPAC의 자금 지원을 받는 공

직선거 후보를 평가하고 특정 선거에서 AIPAC의 자금지원이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위와 같은 정보를 

얻지 못하여 원고가 입는 손해가 구체적이고 특정된 손해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손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FEC)는 원고의 손해가 일반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다. 법무부 장관은 원고의 손해가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는 손해에 불과하며, 종
래 법원도 구체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일반적 불이익을 사실상 손해로 인정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았다. 연방대법원은 일반적 불이익이라 할지라도 손해의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

이라면 사실상 손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를 획득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고 특

정되어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원회가 원고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재량을 행사

하여 AIPAC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므로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

고가 인과관계와 회복가능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 다수의

견은 위원회가 AIPAC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지는 위원회의 재량에 달

려있을 뿐, 일의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나아가 연방대법원 대

수의견은 위원회가 차후 다른 사유를 들어 AIPAC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지 않

는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일단 당해 사건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결

정에 대해서는 판결을 통해 위법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가능성 요건

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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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 및 회복가능성 요건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하

여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3. 적용사례

(1) Clarke v. 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 판결

국립은행법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다는 이유로 경업자의 

이익의 영역을 인정한 Clarke v. 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 판결이 있

다.183) 연방 통화 감사관인 로버트 클라크는 캘리포니아 국립은행의 ‘할인 

중개 계열사’(A discount-brokerage affiliate) 설립 신청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계열사는 은행 지점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및 다른 주의 지점이 아닌 장소

에서도 할인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증권산업협회(The 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는 할인중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은행과 경쟁했던 증권 딜러

를 대표하는 단체인데, 협회는 캘리포니아 국립은행의 신청에 대한 클라크의 

승인이 미합중국법(United States Code, U.S. Code, U.S.C.) 12편(은행편, 이

하 국립은행법) 제36조와 제81조를 위반했다고 소를 제기하였다. 제81조는 

국립은행의 일반 사무는 은행의 본사와 지점에서만 수행되어야 함을 명시한

다. 또한 제36조는 은행의 지점이 은행의 본사가 있는 주에 위치해야 하며 

은행의 본사가 있는 주의 (은행)지점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피고인 클

라크는 증권산업협회가 본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증권산업협회는 본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

다.184)

연방대법원은 Data Processing 판결이 이익의 영역 심사에 있어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고 전제하였다. 첫째, 연방대법원은 연방행정절차법 제702조

183) Clarke v. 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 479 US 388 (1987).
184) 연방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항소법원은 

제1심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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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넓게 해석하여, 당해 소송에서 적용되는 조항뿐만 아니라 법 전체의 조항

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연방대법원은 

행정청의 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주체가 원고적격을 인정받게 되

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익의 영역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의 원

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85)

연방대법원은 먼저 피고가 국립은행법 제36조를 은행법 전체의 맥락에서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방대법원은 국립은행법을 제정한 의

회의 취지가 단순히 모든 주와 연방은행의 지위를 평준화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국립은행의 할인중개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의회는 국립은행법의 지점설립 제한을 통해 국립은행이 할인

중개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따라서 은행이 아닌 할인 중

개업체가 국립은행과 과도하게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

락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 통화 감사관의 결정으로 인하여 캘리포니아 국립

은행과 할인 중개업 분야에서 경쟁하게 된 원고는 국립은행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에 해당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

다.186)

(2)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v. First National Bank and Trust 

Co. 판결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가 연방신용협동조합의 경쟁자의 지위에서 이익의 

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한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v. First 

National Bank and Trust Co. 판결이 있다.187) 연방신용협동조합법(Federal 

Credit Union Act, 이하 FCUA) 제109조는 ‘연방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지위

185) Anne Joseph O'Connell, Gellhorn and Byse's Administrative Law, 12th edition, 
Foundation Press, 2018, 1227쪽.

186) Clarke v. 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 479 US 388 (1987).
187)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v. First National Bank & Trust 

Company, 522 US 47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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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유대관계(a common bond of occupation or association)를 지니고 있

는 단체나 명확하게 정의된 이웃, 지역사회 또는 농촌지역 내의 단체에게만 

허용된다’라고 규정한다. 국가신용조합관리국(The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이하 NCUA)은 해당 규정을 연방 신용조합이 각각 고유한 

공동의 유대관계를 지니고 있으나 서로 특별한 관계는 없는 다수의 고용주 

집단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석하였다. NCUA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AT&T신용조합에 다수의 공동유대관계 없는 고용주 단체를 추가하는 결정을 

승인하였다. 은행과 미국 은행업자협회는 NCUA의 승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

하였다. 지방법원은 원고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번복

하였다.188)

연방대법원은 (1) 먼저 사안에서 문제된 법률을 살펴, 위 법률을 통해 보

호될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정한 후, (2) 원고가 행정청

의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

하였다. 연방신용협동조합법 제109조는 연방신용협동조합원의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보통 연방신용협동조합은 조합의 구성원에게만 은행서비스

를 제공한다. 따라서 제109조는 결국 연방신용협동조합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문에 해당한다. 즉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연방신용협

동조합법 제109조를 제정하여 연방신용협동조합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연방신용협동조합의 경쟁자로서 이

러한 이익을 향유하는 자에 해당하며, NCUA의 승인은 연방신용협동조합의 

고객 범위를 확장하여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189)

(3) Air Courier Conference v. American Postal Workers Union 판결

188)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v. First National Bank & Trust 
Company, 522 US 479 (1998).

189) Anne Joseph O'Connell, Gellhorn and Byse's Administrative Law, 12th edition, 
Foundation Press, 2018, 1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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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ir Courier Conference v. American Postal Workers Union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이익의 영역 심사를 거쳐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190) 원고들은 

미국 우편국(United States Postal Service) 소속 피용자로 구성된 두 노동조

합이다. 원고들은 미국 우편국이 민간운송법령(Private Express Statutes)의 예

외로서 민간 집배원이 행선지가 외국인 편지를 야간에 운송하는 것을 허용

하도록 국제 재운송 규정을 해석한 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191)

연방대법원은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렌퀴스트(Rehnquist) 대법

관은 민간운송법령의 취지는 우편 종사자의 직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업자가 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운송만을 고집하여 다른 지역 운송에 차

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편서비스가 국민 전체에게 제공되도록 유도

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이익의 영역에 있다고 주장한 우

편재조직법(Postal Reorganization Act)에 대하여 대법원은 우편재조직법과 소

송에서 문제된 민간운송법 사이에 어떠한 연관관계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190) Air Courier Conference v. Am. Postal Workers Union - 498 U.S. 517, 111 S. 
Ct. 913 (1991).

191) 지방법원은 민간 집배원의 야간 운송을 허용하는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을 발부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들이 이익의 영역 요건을 충족하여 원고적격이 존재하며 미국 우편국의 해석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상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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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인의 공익을 위한 소제기

제1절 영국

영국 최고법원은 사법심사청구소송과 개별법상 불복청구에서 모두 원고적

격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하에서는 사법심사청구, 개별법상 불복청

구, 인권법에 따른 사법심사청구에서 사인의 공익적 소제기에 관한 원고적격 

인정기준을 검토한다. 특히 영국 최고법원은 공익을 위한 단체의 소송을 폭

넓게 허용하면서, 원고 이외에 사안을 다툴만한 다른 적절한 자가 있는지, 

원고의 전문성과 사건에 대한 이익이 존재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에 

단체의 원고적격 인정과 관련한 판결례를 유형화하여 소개한다.

Ⅰ. 사법심사청구

영국 최고법원은 납세자인 원고가 제3자에 대한 과소(過少) 과세 및 정부

의 부당한 지출을 다투는 경우 납세자의 지위를 근거로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소송은 국가의 세입을 증가시키고 재정행위의 

위법성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한편 경업자소송에

서 경업자에 대한 허가처분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와 관련된 경우라면, 경업

자가 사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한 공익적 목

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사인이 

제기할 수 있는 공익소송을 납세자소송, 계획허가에 관한 소송, 공익적 목적

이 포함된 경업자소송으로 유형화하고, 어느 유형으로도 묶이기 어렵지만 공

익소송의 관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을 기타 판례로 묶어 소개한다.

1. 납세자소송

사법심사청구소송의 도입 이전부터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다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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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방세납세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1) 관련하여 법원은 Prescott 판

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납세자의 수탁자(trustee)는 아니지만, 지방세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납세자에 대하여 

수탁자의 충실의무(fiduciary duty)와 유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그 

근거를 밝힌 바 있다.2)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개혁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IRC 판결에서 디플록 대법관의 판시 이후 법원은 정부의 행위가 위법한지

를 다투기 위한 납세자의 사법심사청구소송에서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한

다.3) 단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정도의 미약한 관련성만을 지닌 납세자

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Smedley 판결에서 법원은 재무부 

장관이 의회와의 협의 없이 유럽경제공동체의 통합 기금에 재정을 지출한 

국가의 행위를 다툰 납세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4) 슬레이드(Slade) 대

법관은 IRC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적격에 대한 법원의 태도 변화를 선언하

고 원고적격의 판단기준이 완화되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납세자소송과 관

련하여 슬레이드 대법관은 납세자로서의 원고는 그 자체만으로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5) 

Imperial Chemical Industries plc. 판결에서, 화학회사인 원고는 국세청이 

경쟁업체의 에탄배출량을 ‘1975년 정유과세법’(Oil Taxation Act 1975)의 기

준보다 과도하게 낮게 평가하여 과세한 행위를 다투었다.6) 납세자인 원고는 

국세청이 다른 납세자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기도 

 1) De Smith･Woolf･Jowell･Hare, De Smith's Judicial Review, 8th edition, Thomson 
Reuters, 2018, 2-034, 85쪽.

 2) Prescott v Birmingham Corporation [1955] Ch. 210 at 234-6.
 3) De Smith･Woolf･Jowell･Hare, De Smith's Judicial Review, 8th edition, Thomson 

Reuters, 2018, 2-034, 85쪽.
 4) R. v Her Majesty's Treasury, Ex p. Smedley [1985] Q.B. 657, CA at 667, 

669-670.
 5)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90쪽.
 6) R. v Attorney-General, Ex p. Imperial Chemical Industries plc. (1986) 60 T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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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3자에 대한 과소 과세를 다투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세입을 증가시

킨다는 점에서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7) 법원은 납세자인 원고가 제3자

의 과소 과세를 충분한 이익을 지닌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2. 계획허가에 관한 제3자의 원고적격

계획허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이웃 또는 제3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

는지가 문제된다. Steeples 판결에서 행정청은 레저센터의 건축을 허가하였

다. 건축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는 위 건축허가를 다투었고, 법원은 이웃

인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8) 법원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레저센터 

개발 예정지에 인접하고，원고가 해당 지방의 지방세납세자라는 점을 근거

로 들었다.

한편 Investors in Industry Commercial Properties Ltd. 판결에서 행정청은 

경쟁업체 중 특정 업체에 슈퍼마켓의 건설계획을 허가하였다. 슈퍼마켓 건설

계획에 선정되지 못한 원고는 위 허가의 적법성을 다투었다.9) 법원은 원고

적격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본안을 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나아가 Dixon 판결에서 행정청은 해당 지역의 채석장을 확대하려는 계획

을 허가하였다.10) 이에 지역주민, 지역의회 의원,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가 위 허가를 다투었다. 위 판결에서 세들리(Sedley) 대법

관은 원고가 어떠한 정당한 이익도 없이 오직 참견하려고 소를 제기한 경우

에만 허가 단계에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

 7) 관련하여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1th edition, 2014, 590쪽 참조.

 8) Steeples v. Derbyshire CC [1985] 1 WLS 256.
 9) R v. St Edmundsbury BC Ex p. Investors in Industry Commercial Properties 

Ltd. [1985] 1 WLR 1168.
10) R. v Somerset County Coucil and ARC Southern Ltd., Ex p. Dixon [1998] 

Env. L. R. 111 QBD a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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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허가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

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시민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 모두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였다.

반면 Moses 판결에서 행정청은 공항 활주로의 확장계획을 승인하였다.11) 

원고는 과거 공항 활주로의 끝부분 근처에 살았으나, 소제기 당시에는 공항

으로부터 6마일 떨어진 곳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가 사전에 행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항 활주로 확장계획에 대

한 허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적격은 소제기 당시의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소제기 시점에 확장계획과 무관한 곳에 

거주한다면, 공항 활주로의 확장계획을 다툴 실질적 또는 정당한 이익을 상

실한다.12) 따라서 스콧 베이커(Scott Baker) 대법관은 Dixon 판결의 논리를 

인용하면서도, 원고가 공법적 결정과 ‘실질적 또는 정당한’(real or justifiable)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3. 경업자소송과 원고의 공익적 동기

경업자소송은 경업자의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행정청의 수익적 처분에 대

해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경업자는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

고 영업상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사익적 동기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그런데 주로 사익적 동기에서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소제기의 목

적에 일부 공익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경업자에 

대한 허가처분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와 관련된 경우, 앞서 살펴본 광의의 공

익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공익소송에 포함할 수 있다. 

Rockware Glass Ltd. 판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A회사에 유리제품을 제조

11) R. v North West Leicestershire District Council Ex p. Moses [2000] J.P.L. 733.
12) De Smith･Woolf･Jowell･Hare, De Smith's Judicial Review, 8th edition, Thomson 

Reuters, 2018, 2-010, 73쪽; R. v North West Leicestershire District Council Ex 
p. Moses [2000] J.P.L.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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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산업설비의 통합 오염방지 및 제어허가를 부여하였다.13) 그러자 

유리 제조업체 Rockware Glass Ltd.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쟁기업인 A회사에 

오염 제재기준을 관대하게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허가를 다투는 사법심사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그의 경쟁자에게 일관된 기준이 적용

되는지 확인할 적절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청

구를 인용하였다. 

한편 The Noble Organisation Ltd. 판결에서, ‘지역계획을 담당하는 관할행

정청’(local planning authority)은 레저개발업자인 A회사의 개발계획을 허가

하였다.14) A회사의 경쟁업체인 원고는 A회사에 대한 위 허가를 다투는 사

법심사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관련 법령(Council Directive 85/337/ 

EEC)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가 이를 누락하였

고 개발계획신청서에 그 결과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A회사에 대한 관할행

정청의 허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적격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본안에서 원고 주장의 이유 없음을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다.15)16)

위 판결에서 경업자소송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점은 원고적격과 원고의 

동기에 관한 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시이다. 법원은 일종의 ‘상업적 무

기’(commercial weapon)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경계하면서, 원고의 동기와 

원고적격 심사에 관한 일반론을 첨언하였다. 법원은 잠재적인 환경적 위해나 

사업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로 인한 다른 피해를 다투기 위한 목적이 아

니라 오직 경쟁자가 허가받은 개발의 진행을 좌절 및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

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비판하면서, 이 경우 소송의 허용 여부를 엄격하

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7) 다만 법원은 원고가 경제적 이익이나 

13) R (Rockware Glass Ltd.) v. Chester City Council and Quinn Glass Ltd. [2005] 
EWHC 2250.

14) R (The Noble Organisation Ltd.) v. Thanet District Council [2005] EWCA Civ 
782.

15)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94쪽.

16) [2005] EWCA Civ 782 at [16].
17) R (The Noble Organisation Ltd.) v. Thanet District Council [2005] EWCA C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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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환경보호 등 공익적 요소를 

포함한다면 절차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절차남용의 가능성을 엄격하게 

인정한다.18) 

4. 공익의 대변자인 사인

Leigh 판결에서 법원은 언론인의 역할과 공익적 지위를 기초로 원고적격

을 인정하였다.19) 선데이신문사의 수석 기자인 Leigh를 비롯한 언론인들은 

형사재판에서 법관의 신원을 비공개로 하는 법원의 결정에 관하여 직무집행

명령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법원출입기자가 공개를 청구한 법관의 신

원을 해당 기자에게 공개하라’는 내용의 직무집행명령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사법행정에 대한 언론인의 역할과 공익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언론

인이 ‘공익의 수호자’(guardian of public interest)로서 위 청구를 구할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같은 취지로 Whitehouse 판결에서 법원은 방송국의 공적 지위를 원고적격 

판단에 고려하였다.20) 영국의 방송위원회(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는 방송법에 근거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심의 및 규제하는 공공기관

으로,21)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사안에서 방송위

원회는 A방송국에 대하여 특정 영화의 방영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 

결정에 대해 B방송국은 위 영화가 물의를 일으킨 문제작이라는 점을 들어 

방송위원회의 결정을 다투었다. 법원은 원고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방송

782, at [68].
18)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94쪽; R (Feakins)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environment [2003] 
EWCA Civ 1546 at [119-121]. 

19) R. v Felixstowe JJ, Ex p. Leigh [1987] Q.B. 582 QBD at [595-598].
20) R. v 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 Ex p. Whitehouse, The Times, 14 

April 1984. 
21) 1990년 방송법 개정으로 ‘Independent Teleivision Commission’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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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보유한 면허소지자(licence-holder)라는 점에 주목하여, 원고가 TV에

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법

원은 방송위원회가 물의를 일으킨 영화를 방영하기로 결정하여 TV프로그램

을 관리하고 감시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고의 선언판결이 인용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영국 법원은 대체적으로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유지한다. 

Lord Rees Mogg 판결에서 법원은 헌법적 쟁점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는 

시민은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 없이 곧바로 조약승인의 적법성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22), Evans 판결에서 영국군에 의해 생포된 

아프간 반군이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한 

평화활동가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었다.23) Ward 판결에서 떠돌이 집시는 환경

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집시에게 적절한 야영장소를 마련해 줄 

것을 명령하도록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집시의 원고적격을 인

정하였다.24) 나아가 다른 회사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에 반대하는 게임 라이

선스 보유자(Patmor Ltd. 판결)25),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징계 결정이 경미

함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법정 변호사(Percival 판결)26)의 원고적격을 인정

하였다.

반면 법원이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존재한다.  Kides 판결에서 법원은 개발계획의 결정과

정과 원고의 목적을 고려하여 원고적격을 판단하였다. 지역계획을 담당하는 

관할행정청은 A지역의 30헥타르가 넘는 부지에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e)27)을 건설하는 개발계획을 허가하였다. 원고는 위 부지의 소유자는 아

22) R v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Ex p. Lord Rees Mogg [1993] 
EWHC Admin 4.

23) R (Evans) v Secretary of State of Defence [2010] EWHC 1445.
24)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Environment Ex p. Ward [1984] 1 WLR 834.
25) Patmor Ltd v City of Edinburgh District Licensing Board, 1987 SLT 492.
26) R v General Council of the Bar Ex p. Percival [1991] 1 Q.B. 212.
27) 부담가능주택이란 임차인의 소득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료가 책정되는 임

대주택의 일종으로,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관련하여, 박은철 외 3, “부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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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 A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으로, 부담가능주택의 건설로 주택 밀도

가 증가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개발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원고의 

청구에 따를 경우 부담가능주택의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법원은 

위 계획이 장기간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진행되었다는 점, 위원회의 판

단과정 등을 고려한 뒤 원고가 충분한 이익이 없고 오로지 부담가능주택 건

설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하였

다.28)29)

Bulger 판결에서 원고는 살해당한 아동의 아버지로서, 법원장이 아들의 살

인자에 대해 최소복역기간(tariff term)30)을 확정한 처분을 다투었다.31) 법원

은 법의 지배 원칙에 비추어,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제3자가 참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법원장이 최소복역기간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 가족의 

입장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가

족인 원고는 이에 대해 사법심사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

Checkland 판결에서 흡연 반대자들은 BBC가 담배회사에 의해 후원되는 

당구 결승전을 방영할 수 없도록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32) 법원은 흡연 반

대자들이 BBC의 당구 결승전 방영 결정에 ‘특별히 더 영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흡연 반대자들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영국 법원의 태도를 일관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법원은 소

제기의 목적과 사안의 공익적 성질, 원고의 관련성을 함께 심사하여 원고적

능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모델”,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6, 45-47쪽.
28) R. (on application of Kides) v South Cambridgeshire DC [2001] EWHC Admin 

839.
29) [2001] EWHC Admin 839, at [109], [132-136].
30) 종신형(life imprisonment)을 받은 사람이 가석방 등으로 석방되기 전 복역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한다.
31) R. (on application of Ralph Bulge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and The Lord Chie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 [2001] 3 All 
E.R. 449 at [18-24].

32) Holmes v. Checklnad, The Times, 15 Apri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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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판단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익을 대변할 지위에 있거나 

사안과 실질적이고 정당한 관련을 맺는 경우, 법원은 대체로 원고적격을 폭

넓게 인정한다. 반면 원고가 오직 개발계획을 막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와 같이 소제기의 목적이 부당한 경우33), 형사사건에서 수형자의 최소복역기

간을 다투는 피해자34) 및 방송금지를 청구한 시청자35)와 같이 특별한 관련

성이 없는 경우 원고적격을 부인하였다.

Ⅱ. 개별법상 불복청구

사법심사청구소송과 별개의 절차인 개별법상 불복청구에서도, 사인이 공익

적 목적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적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36) 2012년 선고된 Walton 판결은 법원이 공익사건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 대표적 사건이다.37) Walton 판결에서 원고는 도시및

33) R. (on application of Kides) v South Cambridgeshire DC [2001] EWHC Admin 
839.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사안이다.

34) R. (on application of Ralph Bulge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and The Lord Chie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 [2001] 3 All 
E.R. 449 at [18-24].

35) Holmes v. Checklnad, The Times, 15 April 1987.
36) 개별법상 불복청구의 의미에 관하여는, 본 논문 제1장 Ⅳ.를 참고. 행정청의 결

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그 불복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개

별법상 불복청구라 한다. 개별법상 불복청구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야 하고, 그 외 사법심사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반적인 방식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7) Walton v The Scottish Ministers [2013] Env LR 16. 위 판결을 소개한 문헌으

로는 다음을 참조.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25, 766쪽, 775쪽; Katie Hood, “Access to Judicial Review 
and Widening the Definition of Person Aggrieved”,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16, no. 4, 2014; Edwards, Denis., “Standing and Discretion in 
Environmental Challenges: Walton, a Curate's Egg”, Journal of Planning and 
Environment Law, vol. 2014, no. 3, 2014; Hammons, J. T., “Public Interest 
Standing and Judicial Review of Environmental Matters: A Comparative 
Approach”, Columb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41, no.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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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계획법상 불복청구 규정에 근거하여 사법심사청구소송을 제기하였기 때

문에, 법원은 사법심사청구소송의 일반적인 원고적격 판단기준인 ‘충분한 이

익’이 아니라 도시및농촌계획법상 불복청구의 원고적격인 ‘피해를 입은 사

람’인지를 검토하였다. 

사안에서 스코틀랜드 교통부 장관은 Aberdeen 지역의 도로건설을 승인하

였다. 원고인 Walton은 시민단체 Road Sense의 장으로, 도로예정지의 서쪽 

구간에 거주하였다. 시민단체 Road Sense는 도로예정지 근처 거주민이 도로

건설을 반대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다. 원고는 도로계획(road scheme) 수

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Stragic Environmental Assessment)에 따른 절차를 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건설을 허용하는 스코틀랜드 장관의 처분이 위법

하다고 주장하였다. 

도로건설승인의 근거법령인 1984년 스코틀랜드 도로법 [별표2] 제2항에 따

르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해당 계획이나 명령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

다. 항소심은 도로건설승인이 적법하고, 만약 위 승인이 위법하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건설승인을 

다툴 원고적격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Walton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되,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리드(Reed) 대법관은 원고가 (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평가절차에 참여

하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고 (ⅱ)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도로건설승인

의 위법을 다투고 있다면, 법령에서 정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였다.38) 리드 대법관의 견해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같이 법령에 

따른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법의 지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이며, 

위와 같은 시도를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39) 다만 리

38) Walton v The Scottish Ministers [2013] Env LR 16 at [88].
39) Walton v The Scottish Ministers [2013] Env LR 16 at [94]; “But there may 

also be cases in which any individual, simply as a citizen, will have sufficient 
interest to bring a public authority's violation of the law to the attention of the 
court, without having to demonstrate any greater impact upon himself than upon 
other members of the public. The rule of law would not be maintaine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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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대법관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행정기관의 의무위반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 스스로가 단순한 참견꾼이 아

닌 특정한 이익을 보유한 자라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환경행정소송의 특징을 고려한 호프(Hope) 대법관의 주장도 고려

해볼 만하다. 호프 대법관은 환경소송의 원고적격을 판단할 때에는 환경법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40) 특정한 사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자연환경을 비롯한 공익에 해가 되는 행정청의 결정이 존

재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반론과 더불어 법원은 원고가 도로예정지 인근에 거주한다는 점, 원고가 

도로건설승인을 다투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시민단체의 대표라는 점을 함

께 고려하였다.

이처럼 Walton 판결에서 법원은 환경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도로건설승인과 같은 처분의 경우, 

처분에 부가된 환경평가절차의 참여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하였기 때문이

다. 호프 대법관의 경우 풍력발전소의 터빈건설을 예로 들어 원고적격을 넓

게 인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새가 풍력발전소의 터빈에 가로

막혀 기존의 사냥터로 먹이를 찾으러 갈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본다.41) 이 

경우 어떠한 개인의 이익이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풍력발

전소 건설로 자연환경이라는 공익에 피해가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다. 호프 대

법관은 만약 원고적격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다면 그 누구도 풍력발전소 건

설을 다툴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호프 대법관이 가정한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처분의 

상대방이 청구하는 고전적인 행정소송의 형태와 달리, 현대의 환경행정소송

에서는 원고적격을 보다 넓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처분을 다툴 적절한 원고

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처럼 개별법상 불복청구에 관한 

because everyone was equally affected by an unlawful act, no-one was able to 
bring proceedings to challenge it.”

40) Walton v The Scottish Ministers [2013] Env LR 16 at [152].
41) Walton v The Scottish Ministers [2013] Env LR 16 at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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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나, Walton 판결은 공익소송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려는 법원의 태도와 

관련이 깊다.

Ⅲ. 인권법

원고는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 지위를 주장하여, 인권법에 

근거한 사법심사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인권법 제7조 제3항). 이때 인권

법상 피해자 지위는 유럽인권협약(ECHR) 제34조의 정의에 기초하여 판단하

므로, 영국 인권법에 따른 사법심사청구소송의 원고적격은 오직 유럽인권협

약상 피해자에게 인정된다(인권법 제7조 제7항). 영국 최고법원은 피해자 지

위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을 판단에 고려하고 있으므로, 인권법에 근거

한 사법심사청구소송의 원고적격의 범위를 살피기 위해서는 유럽인권법원과 

유럽인권위원회 결정례, 영국 최고법원의 판결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

다.

1. 공익적 소제기

유럽인권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인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오직 공익만을 

위해 제기하는 공익소송 혹은 민중소송(actio polularis)을 배제한다.42) 

Greenpeace Schweiz v. Switzerland 판결에서 원고들은 스위스의 그린피스 

단체와 활동가, 장래 핵발전소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거

주자 등으로, 핵발전소 설립을 위한 스위스 정부의 면허 발급이 협약상 권리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43) 유럽인권법원은 설립대상지역 거주자 외에 그

린피스 단체와 활동가는 위 면허 발급을 다투기 위한 피해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유럽인권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특정한 사실에 관하여 판단

42) Norris v. Ireland (1988) 13 EHRR 186 [31].
43) Greenpeace Schweiz v. Switzerland (1990) 13 EHRR CD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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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개인의 피해자 지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기

도 하였다.44) Wingrove v. United Kingdom 판결에서, 원고는 영국의 신성모

독법이 오직 기독교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였다.45) 유럽인권법원은 신성모독에 관한 영국 법률이 영국 국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위 법률이 다른 종교를 구체적으로 차별한다는 

등의 침해사실이 없는 이상 원고의 피해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논지에서 유럽인권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사회일반인의 지위에서 

낙태에 관한 법률이 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경우에도 구체적 사건이 없

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피해자 지위를 부인하였다.46)

2. 단체의 원고적격

단체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유럽인권협약 제34조는 협약상 인권 침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비정부기구 또는 집단(group of individuals)은 유

럽인권법원에 청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협약 제34조의 ‘사람’의 범

주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다만 법인이 자연인만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원고적

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법인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생명권47), 비

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48),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49)등에 대한 침

해를 이유로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법인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수는 있다. 

법인의 종교적 자유가 침해된 사안으로 X. and Church of Scientology v. 

44) Wingrove v. United Kingdom (1996) 24 EHRR 1 [50].
45) Wingrove v. United Kingdom (1996) 24 EHRR 1.
46) X v Norway (1961) 4 YB 270; X v Austria (1977) 7 DR 87.
47) Ingrid Jordebo Foundation of Christian Schools v Sweden (1987) 51 DR 125.
48) Verein Kontakt Information Therapie and Hagan v Austria (1988) 57 DR 81, 

88.
49) Verein Kontakt Information Therapie and Hagan v Austria (1988) 57 DR 8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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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en 판결50)이 있다. 원고는 스웨덴 사이언톨로지 교회인데, 사이언톨로

지 교회에서 사용되는 기기인 E-meter의 광고를 정기간행물에 등재하였다. 

스웨덴 소비자보호국(The Consumer Ombudsman)은 법원에 해당 광고 중 ‘인

간의 정신 상태와 그 변화를 측정하는 데 귀중한 도움’(an invaluable aid to 

measuring man's mental state and changes in it)이 된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요청하였다. 하급심 법원은 금지명령을 발부하였

고, 대법원은 교회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교회의 청구를 받은 유럽인권위원

회는 사이언톨로지 교회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근거로 협약 제34조

의 피해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안에서 위원회는 시

장 법원이 교회의 E-meter 판매 또는 광고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협약 제8조의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법인

은 비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협약 제8조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근거로 협약상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

다.51) 다만 Brüggemann v. Germany 판결에서 위원회는 법인은 낙태죄 입법

과 관련하여 협약 제8조에 근거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협약 제34조는 단체(a group of individuals)와 비정부기구도 피해자 

개념에 포함한다. 따라서 비법인사단도 인권법상 청구를 할 당사자적격이 인

정된다.52) 다만 In re Medicaments and Related Classes of Goods (No 4) 판

결53)에서 위원회는 원고 단체인 PAGB가 단체의 구성원을 공식적으로 대표

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협약 제34조의 목적 상 원고 단체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고, 협약상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

50) X. and Church of Scientology v. Sweden (7805/77).
51) Mersch v. Luxembourg(1985) 43 DR 34.
52) R v London Borough of Tower Hamlets, Ex p. Tower Hamlets Combined 

Traders Association [1994] COD 325; R v Traffic Commissioner for North 
Western Traffic Authoritz Ex p. BRAKE (1996] COD 248; R v Darlington BC, 
Ex p. Darlington Taxi Drivers [1994] COD 424.

53) In re Medicaments and Related Classes of Goods (No 4): CA 26 Ju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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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협약은 비정부기구도 협약상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다. 위원회는 비정부기구를 ‘정부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공공 행정 목적으

로 설립되지 않았으며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단체’로 정의한 바 있다

(one which does not exercise governmental powers, has not been established 

for public administration purposes and is completely independent of the 

state)54). 그러나 비정부기구는 소송에서 문제가 된 행위로 인하여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예컨대 Norris v. Ireland 판

결55)에서 위원회는 원고 Norris는 협약상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

나, 소송 과정에서 원고로 합류한 ‘국제 게이협회’(National Gay Federation)

는 소송에서 문제가 된 동성애 금지 법안의 직접적인 적용 당사자가 아니라

는 이유로 위 단체를 협약상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마찬

가지로 X. Union v. France 판결56), Purcell v. Ireland 판결57), Ahmed v. 

United Kingdom 판결58) 등에서 위원회는 단체의 구성원이 피해자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교사 단체, 노동조합 등 구성원이 속한 단체는 소송에서 문제된 

법령 또는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약상 피해자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Ⅳ. 단체 특유의 논의

단체가 청구하는 소송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59) 구성원

을 위한 단체(association)의 소송, 단체에 의한 대리소송(surrogate), 공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소송이 그것이다.60) 공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소송이란 행정

54) Holy Monasterries v. Greece (1995) 35 EHRR 20, para 49.
55) Norris v. Ireland (1985) 44 DR 132.
56) X. Union v. France (1983) 32 DR 261.
57) Purcell v. Ireland (1991) 70 DR 262. 
58) Ahmad v United Kingdom (1982) 4 EHRR 126.
59) Peter Cane, Standing up for the Public, Public Law, 1995, 276쪽.
60)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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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처분이 해당 단체 및 그 구성원의 이익과 관련되기보다는 일반적인 공

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다투는 소송유형이다.61) 공익을 대변하는 단

체의 소송에서 단체는 광범위한 공익을 위해서 활동한다. 특히 처분을 다툴 

특정한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처분 자체가 특정한 개인에게 보다 밀접

한 손해를 끼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해당 처분을 

다툴 수 있다. 위와 같은 공익소송에서 법원은 단체의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

한다.

1. 비법인사단의 원고적격

비법인사단(unincorporated association)의 소송능력을 당사자능력의 문제로 

판단하는 한국과 달리,62) 영국에서는 이를 원고적격의 문제로 검토한다. 다

만 영국 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원고적격을 인정할지에 관하여 통일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 않다.63) Darlington 판결에서 올드(Auld) 대법관은 비법인사단의 

원고적격을 부정하면서, 비법인사단이 그 스스로의 명의로 소를 제기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으며 피소될 수도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64) 

반면 Brake 판결에서 터너(Turner) 대법관은 반대의 견해를 밝히면서 다음

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였다. 사법상 개인적 권리는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 

‘법률상 권리능력자’(legal person)만이 향유할 수 있으나, 공법 영역에서 문

제되는 것은 행정기관의 행위가 적법한지이므로 비법인사단에게도 공법사건

773쪽.
61)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23·4, 

773-4쪽.
62) 민사소송법에서는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명문으로 정한다(법인 아닌 사단

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

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2조).
63)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26, 

776쪽.
64) R. v Darlington BC and Darlington Transport Company Ltd. Ex p. the 

Association of Darlington Taxi Owners and the Darlington Owner Drivers 
Association [1994] C.O.D.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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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인 비법인사단이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을 통제하기 위해 법원의 감독관할권행사를 요청하

였으므로 원고에게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65) 이후 Pig industry 판결

에서 리차드(Richards) 대법관은 비법인사단에게 사법심사청구소송의 원고적

격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법인사단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

다.66)

2. 구성원을 위한 단체의 소송

구성원을 위한 단체의 소송은 단체가 그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

기하는 유형으로, 단체가 제기하는 전형적인 소송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단

체의 구성원이 소송에서 문제된 처분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단체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67)68) 이때 법원은 개인의 원고적격과 마

찬가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성의 성질,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의 성질을 

고려하고 단체의 지명도와 사회적 지위, 전문성 등을 검토한 후 재량으로 원

고적격을 인정한다.69) 더불어 구성원을 위한 단체의 소송이 환경소송과 같은 

공익소송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 법원은 단체의 설립목적과 전문성을 고려하

여 폭넓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70) 

Royal College of Nursing of the United Kingdom 판결에서, 영국왕립간호

대학71)은 간호사인 학생들을 대신하여 소를 제기하였다.72) 1967년 제정된 

65) R. v Traffic Commissioner for the North Western Traffic Area Ex p. “Brake 
[1996] C.O.D. 248.

66) R. v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Ex p. the British Pig Industry 
[2001] A.C.D. 3. 

67)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23, 
773쪽,

68) R. v Chief Adjudication Officer Ex p. Bland, February 6, 1985.
69) 이형석, “환경공익소송과 오르후스(Aarhus)협약”, 환경법과 정책 제14권, 2015, 

243쪽.
70) R. v Her Majesty's Inspector of Pollution Ex p. Greenpeace Ltd. (No.2) [1994] 

4 All E.R.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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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등록된 의료인

(medical practitioner)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임신을 종결한 경우 낙태를 허

용하는 예외를 마련하였다. 이때 등록된 의료인인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약물의 사용을 통한 비수술적 임신종결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임신종결절차를 개시하여 간호사에게 절차참여를 

요청하였다면, 참여요청시점 이후의 과정은 간호사가 주관 및 수행할 수 있

다는 해석지침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오직 등록된 의료인에게만 임신

종결절차의 진행을 허용하는 형법의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었다. 보건복지

부의 해석지침에 따를 경우, 간호사는 형사상 처벌될 위험을 부담한 채 임신

종결절차에 참여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영국왕립간호대학은 간호사가 임신종결절차를 주관할 있도록 허용하

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지침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73) 해석지침에 따라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간호사 혹은 간호사 중 1인이 대표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하였으나, 간호사가 아닌 영국왕립간호대학이 소를 제기한 것이

다. 이에 영국왕립간호대학이 스스로의 개인적 권리에 영향을 받았거나 특별

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향후 그러한 피해를 입으리라는 위험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적격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할 수 있다.74) 

그러나 영국왕립간호대학은 간호사 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해

당 문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간호사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지지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아가 영국왕립간호대학의 청구는 보건복지부의 

71) 영국왕립간호대학은 교육기관임과 동시에 간호사의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는 사

적 주체이다. 영국왕립간호대학은 설립 초기 ‘간호대학’의 이름으로 설립되었으

나, 1926년 영국 여왕의 공식 후원을 받으며 1939년 ‘왕립간호대학’이라는 명칭

을 사용하게 되었다. 영국왕립간호대학 홈페이지(https://www.rcn.org.uk/) 참조.
72) Royal College of Nursing of the United Kingdom v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1981] 1 ALL E.R. 545 HL at 551.
73) Royal College of Nursing of the United Kingdom v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1981] 1 ALL E.R. 545 HL at 551 [11]~[14].
74) Hough, B., “Standing for Pressure Groups and the Representative Plaintiff”, 

Denning Law Journal, vol. 6, no. 1, 1991,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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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지침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간호사의 업무수행범위를 확정한다

는 측면에서 공익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75) 이처럼 보건복지부의 해

석지침이 영국왕립간호대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

안이지만, 법원은 구성원인 간호대학 학생 및 간호사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영국왕립간호대학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76) 

3. 단체에 의한 대리소송

단체에 의한 대리소송은 단체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타인의 

이익을 대리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단체가 대리하는 자가 단체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구성원을 위한 단체의 소송과 차이

가 있다. Child Poverty Action Group 판결에서 아동빈곤퇴치단체(Child 

Poverty Action Group)는 내무장관의 보조급여제도 관련 처분으로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불특정 다수의 아동을 대변하여 사법심사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77) 

아동빈곤퇴치단체는 아동과 저소득가정의 빈곤퇴치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

하는 단체에 불과할 뿐, 보조급여의 수익자는 아니므로 내무장관의 처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동빈곤퇴치단체가 대변하

75) Hough, B., “Standing for Pressure Groups and the Representative Plaintiff”, 
Denning Law Journal, vol. 6, no. 1, 1991, 83-84쪽.

76) 법원은 원고적격에 대한 특별한 심사 없이 영국왕립간호대학의 원고적격을 전

제한 뒤 본안을 판단하였다.
77) Regina v Secretary of State for Social Services, Ex p. Child Poverty Action 

Group[1990] 2 Q.B. 540. 위 판결을 소개한 문헌으로 다음을 참조. 이비안, “영
미행정법상의 원고적격: 사법적극주의와의 관계에서”,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2012;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23, 773-4쪽;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92쪽; Hough, B., “Standing for Pressure Groups and 
the Representative Plaintiff”, Denning Law Journal, vol. 6, no. 1, 1991; Julian 
Webb, “Social Security Adjudication, Judicial Review and the Technology of 
Poverty”, Modern Law Review, vol. 53, no. 1,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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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아동들 역시 불특정 다수이므로 단체가 대변하는 이익의 구체적

인 귀속자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설립목적, 이 사건 

소송이 복지제도의 정당한 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제기되었

다는 점, 원고가 실질적인 쟁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처분에 이해관계

를 갖는 집단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빈곤퇴치단체의 원

고적격을 인정하였다.78) 특히 울프(Woolf) 대법관은 아동빈곤퇴치단체 자체

가 불특정 다수의 아동을 대변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므로 타인의 이익을 

대신하여 소를 제기할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법원은 아동빈

곤퇴치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해 위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논거를 사용하였다. 

이에 법원이 단체의 설립목적을 가정하는 방식으로 원고적격을 뒷받침할 

논거를 위장하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79) ‘단체에 의한 대리소송’의 관점에

서 위 소송을 접근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변한다는 설립목적에 집중하기보다

는, 일반적인 공익소송에서 단체의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이다. 이때 원고적격은 사안의 쟁점과 단체 사이의 ‘객관적 근접성’을 기준

으로 판단한다.80) 특히 공익소송은 단체가 처분과 관련된 쟁점에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단체의 객관적 근접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81)

4. 공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소송

공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소송은 협의의 공익소송(public interest challenge)

78) [1990] 2 Q.B. 540 at 556.
79) Hough, B., “Standing for Pressure Groups and the Representative Plaintiff”, 

Denning Law Journal, vol. 6, no. 1, 1991, 80-82쪽.
80) Hough, B., “Standing for Pressure Groups and the Representative Plaintiff”, 

Denning Law Journal, vol. 6, no. 1, 1991, 82쪽.
81) Hough, B., “Standing for Pressure Groups and the Representative Plaintiff”, 

Denning Law Journal, vol. 6, no. 1, 1991,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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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체가 공익을 대변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82) 공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소송에서 문제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더 깊은 이해관계를 갖거나 더 큰 영향을 받는 개

인 또는 단체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83) 

(1) 원고적격의 제한

초기 Rose Theater 판결에서 법원은 단체에 의한 공익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인하였다.84)85) 도시개발사업 도중 사업자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중요한 극

장 잔해를 발견하였다. 이에 지방의원, 지역주민, 고고학 및 연극 분야의 전

문가 등 시민들은 단체를 조직하여 공사현장을 1979년 제정된 ‘고대 기념물

과 고고학적 지역법’(the 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Areas Act 

1979)에 따라 기념물로 지정하도록 내무장관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내무장관

82)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23, 
773-4쪽.

83)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23, 
774쪽; De Smith･Woolf･Jowell･Hare, De Smith's Judicial Review, 8th edition, 
Thomson Reuters, 2018, 2-031, 83쪽.

84)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Environment Ex p. Rose Theater Trust Co. 
[1990] 1 Q.B. 504.

85) 위 판결을 소개한 문헌으로는 다음을 참조. 김태호･김정환, “공익소송제도의 현

황과 개선방안”,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196쪽; 이비안, “영미행정법상의 

원고적격: 사법적극주의와의 관계에서”,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2012; 이형석, 
“환경 공익소송과 오르후스(Aarhus)협약”, 환경법과 정책 제14권, 2015;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24, 774쪽;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93쪽; De Smith･Woolf･Jowell･Hare, De Smith's Judicial Review, 8th 
edition, Thomson Reuters, 2018, 2-036-8, 86-7쪽; Hough, B., “Standing for 
Pressure Groups and the Representative Plaintiff”, Denning Law Journal, vol. 6, 
no. 1, 1991; Hammons, J. T., “Public Interest Standing and Judicial Review of 
Environmental Matters: A Comparative Approach”, Columb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41, no.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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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 지정을 거부하자 해당 단체는 내무장관의 거부행위를 다투는 소를 제

기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시민단체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쉬

만(Schiemann) 판사는 원고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또는 법적인 이익이 있어

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이익이 있

다는 사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문에서 원고적격에 충분한 이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원

고는 일반적인 시민에게 기대되는 것 이상의 더 큰 권리 또는 관련성을 보

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쉬만 판사는 누구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는 정부의 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86)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영국 법원이 단체의 공익소송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인다는 점에서, Rose Theater 판결은 단체의 원고적격을 부인한 예외적인 판

결로 꼽힌다.87)

(2) 원고적격의 확대 

반면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이하 EOC) 판결에서 법원은 단체의 

목적과 사건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88)89) 원고 EOC는 

86) [1990] 1 Q.B. 504 at 521D/
87) Hough, B., “Standing for Pressure Groups and the Representative Plaintiff”, 

Denning Law Journal, vol. 6, no. 1, 1991.
88) 위 판결을 소개한 문헌으로는 다음을 참조. 이형석, “환경 공익소송과 오르후스

(Aarhus)협약”, 환경법과 정책 제14권, 2015;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24, 774-5쪽;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92쪽; De 
Smith･Woolf･Jowell･Hare, De Smith's Judicial Review, 8th edition, Thomson 
Reuters, 2018,, 2-029, 82쪽; Hammons, J. T., “Public Interest Standing and 
Judicial Review of Environmental Matters: A Comparative Approach”, Columb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41, no. 3, 2019.

89) R. v Secretary of State for Employment Ex p.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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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법제가 퇴직금에 대한 권리와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에 관하여 비정

규직을 차별하고 있으며 성차별을 금지하는 유럽공동체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키스(Keith) 대법관은 원고 EOC가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간 평

등한 기회를 신장하는 데에 단체의 목적을 지니고 있고, 문제된 법령이 차별

적이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EOC의 청구는 ‘차별의 철폐’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법심사청구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90) 특

히 비정규직 중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일종의 

성차별에 해당하고, 그러한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EOC의 행위는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91)

나아가 최고법원은 Greenpeace 판결에서, 구성원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면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도 인정된다고 판

단하였다.92) 공기업인 영국핵연료공사(British Nuclear Fuels plc.)는 Sellafield

에 있는 본인의 사업장 내에서 방사선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허가를 신청하였

고, 정부93)는 이를 허가하였다.94) 이에 환경단체인 원고 그린피스는 폐기물

[1995] 1 A.C. 1. 
90) [1995] 1 A.C. 1 at [14].
91)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92쪽.
92) 위 판결을 소개한 문헌으로 다음을 참조. 이원우. “현대 행정법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자소송의 요건”, 경쟁법연구 제7권, 2001; 이비안, “영미행정법상의 

원고적격: 사법적극주의와의 관계에서”,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2012; 이형석, 
“환경 공익소송과 오르후스(Aarhus)협약”, 환경법과 정책 제14권, 2015;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24, 775쪽;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93쪽; De Smith･Woolf･Jowell･Hare, De Smith's Judicial Review, 8th 
edition, Thomson Reuters, 2018, 2-039, 88쪽; Hammons, J. T., “Public Interest 
Standing and Judicial Review of Environmental Matters: A Comparative 
Approach”, Columb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41, no. 3, 2019.

93) 대기, 수질, 토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 및 이로 인한 오염을 담당하

는 환경부서(HM Inspectorate of Pollution)에서 위 사안의 허가를 관할하였다.
94)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25, 

775쪽; R. v Her Majesty's Inspector of Pollution Ex p. Greenpeace Ltd. (No.2) 
[1994] 4 All E.R.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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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가를 다투는 사법심사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린피스는 핵실험반대, 

기후변화대응, 해양보호 등의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국제적인 환경보

호단체로, 전세계적으로 5백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안에서 문제

된 Sellafield이 속한 Cumbria지역에도 약 2,500명의 그린피스 회원이 거주하

였다. 

법원은 그린피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오톤(Otton) 대법관은 앞서 살펴본 Rose Theater 판결을 인용하면서, 단체의 

구성원이 특정 사안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단체가 자

동적으로 원고적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톤 대법관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어 그린피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첫째, 원고는 수많은 구성원을 보유한 존경받는 국제적 단체이며 구성원 

중 다수는 원자력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다. 법원은 그린피스의 목적과 

캠페인활동 및 캠페인의 내용 등을 살펴본 뒤, 그린피스가 영국을 비롯하여 

국제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고 다수자의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라고 판시하였다. 무엇보다도 법원은 영국 전역에 약 40만 명, 이 사건

의 배경인 Cumbria 지역에 2,500명의 그린피스 회원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하였다. 이 사건 허가에 따라 방사선폐기물이 배출될 경우 약 2,500명의 그

린피스 회원 또한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둘째, 원고는 원자력 단지에 관한 규제를 다투는 공익소송을 제기하기에 

적합한 단체이다. 법원은 그린피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문

제를 법원에서 다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환경 문제, 과학 및 기술 분야의 분쟁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오히

려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가 당사자로 참여하면 전문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Greenpeace 판결은 구성원을 위한 단체의 소송에 관한 리딩케이스로 꼽힌

다. 법원은 단체의 구성원이 갖는 안전, 건강에 대한 이익, 단체의 성격과 전

문성, 소송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원고적격을 판단한다. 특히 법원은 원고 

이외에 사안을 다툴만한 다른 적절한 자가 있는지, 해당 원고의 전문성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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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대한 이익이 존재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95) 이처럼 법원은 공익

을 위한 비정부기구의 소송을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Greenpeace 

판결을 통해 그 근거와 범위를 제시하였다. 다만 법원은 위 판결에서 Rose 

Theater 판결을 인용하면서 공익사건이라 하더라도 모든 단체의 원고적격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 World Development Movement 판결에서 법원은 구성원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공익소송을 제기한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도 하였다.96)97) 영국 외무 장관은 말레이시아의 페르가우 댐을 건

설하는 데에 316만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하는 해외원조를 결정하였다. 이에 

세계발전운동본부(World Development Movement)98)는 장관이 관련 법령상 

권한 외의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위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원

고인 세계발전운동본부는 1970년에 설립된 비정부기구로, 주로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원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예를 들어 세계운동본부

는 해외원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원조를 받은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대가

로 불합리한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등을 감독하면서 관련된 캠페

인을 전개하였다.99) 1980년 해외개발및협력법(Overseas Development and 

95) Hammons, J. T., “Public Interest Standing and Judicial Review of 
Environmental Matters: A Comparative Approach”, Columb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41, no. 3, 2019, 526쪽.

96) 위 판결을 소개한 문헌으로 다음을 참조. 이비안, “영미행정법상의 원고적격: 
사법적극주의와의 관계에서”,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2012; 이형석, “환경공익

소송과 오르후스(Aarhus)협약”, 환경법과 정책 제14권, 2015;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25, 775쪽; Wade･
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92쪽; De Smith･Woolf･Jowell･Hare, De Smith's Judicial Review, 8th edition, 
Thomson Reuters, 2018, 2-040, 88쪽; Ivan Hare, “Judicial Review and the 
Pergau Dam”, Cambridge Law Journal, vol. 54, no. 2, 2009.

97) R. v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Ex p. World Development 
Movement [1995] 1 W.L.R. 386.

98) 현재는 ‘Global Justice Now’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99) De Smith･Woolf･Jowell･Hare, De Smith's Judicial Review, 8th edition, Thomson 

Reuters, 2018, 2-040, 88쪽.



- 90 -

Cooperation Act 1980)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외무 장관은 영국 외 국가 또

는 지역의 개발이나 경제발전 또는 그 국민의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

로 재정, 기술 등의 지원을 할 권한을 가진다.100) 원고는 사안의 원조가 말

레이시아 국민의 경제적 또는 인도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외무 장

관의 원조결정이 법령상 권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사안이 공중에 중요할 것, 당해 사안에 대해 제소할 다른 자가 있

으리라 기대하기 어려울 것, 원고가 당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것을 기준으로 공익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심사하였다.101) 이를 토대

로, 법원은 원고에게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였

다. 

첫째, 법령상 권한 내에서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법의 지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중요하다. 공무원은 직무수행의 효율성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의회에 책임을 져야 하고, 법원은 의회를 대변하여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의 

합법성을 검토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납세자나 시

민단체의 소송은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고,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공법체계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102)

둘째, 원고는 해외원조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랜 기간 전문성

을 갖고 활동하였다. 원고는 영국의 해외원조를 관장하는 정부부서인 해외개

발부(Overseas Development Administration)와 협력하면서 정기적으로 해당 

부서의 장관과 회의를 열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UN의 자문단체의 지위에 있

다. 또한 원고는 상원과 하원의 여러 위원회에 해외원조에 관한 의견을 제출

하는 한편 유럽연합에도 의견을 다수 표명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가장 필요

100)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have power,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development or maintaining the economy of a country or territory outside the 
United Kingdom, or the welfare of its people, to furnish any person or body 
with assistance, whether financial, technical or of any other nature.”

101) 이비안, “영미행정법상의 원고적격: 사법적극주의와의 관계에서”, 홍익법학 제

13권 제1호, 2012, 762쪽.
102) R. v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Ex p. World Development 

Movement [1995] 1 W.L.R.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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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 해외원조가 쓰일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노력

하였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 또한 인정받았다.103)

셋째, 원고 이외에 장관의 처분을 다툴 다른 원고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렵

다. 원고 외에 외무 장관이 해외개발및협력법에 따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

하였는지를 감독할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없다.104)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해외원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이다. 그

러나 법원은 IRC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적격의 인정 여부는 원고의 개인

적 권리나 이익이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원고가 불이행이나 권

한남용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판시하였다.105) 

Greenpeace 판결과 달리 세계개발운동본부의 구성원은 해외원조의 대상이 

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말레이시아의 페르가우 댐 건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사안의 쟁점이 갖는 공익적 

중요성, 원고의 설립목적과 전문성, 처분을 다툴 다른 적법한 원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이는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하

려는 영국 법원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106) 이러한 World 

Development Movement 판결을 기초로, 영국 법원의 태도를 원고의 이익과 

어떤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데 무방하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존재한다.107)

103) R. v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Ex p. World Development 
Movement [1995] 1 W.L.R. 386 at 395; “Its supporters have a direct interest in 
ensuring that funds furnished by the United Kingdom are used for genuine 
purposes, and it seeks to ensure that disbursement of aid budgets is made where 
that aid is most needed. It seeks, by this application,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who might benefit from funds which otherwise 
might go elsewhere.”

104) R. v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Ex p. World Development 
Movement [1995] 1 W.L.R. 386.

105) “the real question is whether the applicant can show some substantial default 
or abuse, and not whether his personal rights or interests are involved.”

106) De Smith･Woolf･Jowell･Hare, De Smith's Judicial Review, 8th edition, 
Thomson Reuters, 2018, 2-040,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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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이비안, “영미행정법상의 원고적격: 사법적극주의와의 관계에서”, 홍익법학 제

13권 제1호, 2012, 7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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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

 미국은 개별법에서 ‘시민소송 조항’(Citizen Suit Provision)을 두어 누구든

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가 있다. 납

세자, 지역주민 등 시민의 지위에서 사실상 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례군과 

함께 시민소송 조항에 근거하여 사인이 공익적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적격

의 인정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검토한다.

Ⅰ. 납세자소송

납세자소송이란 원고가 오로지 납세자의 지위만을 근거로, 자신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들어 소를 제기하

는 경우를 말한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과세처분

취소소송 또는 과오납된 조세의 반환을 구하는 조세과오납소송과는 의미상 

구별된다. 

납세자소송과 관련된 초기의 중요한 판결로 Frothingham v. Mellon 판

결108)을 들 수 있다. 원고는 연방 납세자의 지위에서 1921년 모성법

(Maternity Act of 1921)의 출산보조금 지급 규정에 대하여 재무부 장관 등

을 대상으로 콜롬비아 특별주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출산보조금 지급 

규정은 산모와 유아 사망률 감소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주는 산모에게 조건부로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이러한 

규정이 ‘연방에 위임되지 않고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나 주민이 보유

한다’는 수정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출산보조

금 지급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다른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적정절차 없이 재산을 박탈하였다는 점을 들어 규정의 위헌성(a 

constitutional challenge)을 다투었다. 

108) Frothingham v. Mellon, 262 U.S. 44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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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오직 납세자라는 사실만을 근거로는 연방 법률의 위헌성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서덜랜드(Sutherland) 대법관

은 재무부의 금원에 대한 납세자의 이익은 다른 수백만의 납세자와 공유하

는 이익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이익의 크기가) 미세하고 불확정적이라고 판

시하였다. 또한 서덜랜드 대법관은 원고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면 납세자

의 자격을 지닌 자는 누구나 재무부 금원의 사용을 규정한 연방 법률의 위

헌성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도 판시하였다.

이처럼 법원의 엄격한 태도는 United States v. Richardson 판결에도 그대

로 이어지고 있다.109) 원고인 Richardson은 납세자의 지위에서 1949년 중앙

정보국법(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의 지출 공표 조항에 

근거하여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다. CIA

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그러한 거부처분이 해당 법령과 헌법상의 공공자

금 지출에 대한 공표 의무 조항 위반이라는 점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연방 법원을 정부의 행위에 대한 그의 일반적 불이익

을 다투기 위한 토론장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행정청

의 특정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버거(Burger) 대법관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특정

되지 않고 공공 구성원 모두에게 발생하는 손해라고 판시하였다. 원고가 주

장하는 손해는 중앙정보국의 영수증과 지출내역을 정리한 문서를 얻지 못하

여 발생하는 손해인데, 버거 대법관은 그러한 손해는 일반적 불이익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적격 인정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110)

Schlesinger v. Reservists Committee to Stop the War 판결에서도 법원은 

Richardson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일반적 불이익에 해

109) United States v. Richardson, 418 US 166 (1974).
110) 파웰(Powell) 대법관은 판결에서 Flast 판결을 언급하면서, 해당 판결에서 원고

적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법리는 당해 사건에 국한되어 적용되어야 하며, 납세

자인 원고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손해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원고적격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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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111) 원고는 예비군 단체로, 국

회의원이 예비역 장교 신분을 가지는 것은 국회의원이 연방정부의 어떠한 

공직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방헌법 제1조 제6항의 규정에 어긋

난다고 주장하며 국방부 장관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국회의원이 

예비역 장교 직위를 겸직하면 행정부에 의하여 부적절한 영향을 받아 입법

부의 일원으로서 입법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임

무 수행의 실패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원고는 모든 공무원과 의원이 아닌 예비역 장교, 그리고 모든 납

세자와 모든 미국 국민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

은 Data Processing 판결112)의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 중 사실상 손해 심사를 

적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개별적,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일반

적인 손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추상적인 손해에 

기초한 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면 사법(司法) 절차가 남용되고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라고 판시하여 사실상 손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별 구체적인 손해를 필

요로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처럼 법원은 납세자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

으나, Flast v. Cohen 판결에서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기준

을 설시하였다.113) Flast 판결에서, 원고는 납세자의 지위에 근거하여 종교학

교의 특정 교과서와 보조교재 구입에 위 연방 재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1965년 초중등교육법(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의 위헌성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으로 인하여 연방의 조세와 지출 계획에 대한 납세자소송이 금지된다는 

피고(정부)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연방 법률의 위헌성과 관련

된 소송에서 납세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중대한 개인

111) Schlesinger v. Reservists Committee to Stop the War, 418 U.S. 208 (1974).
112) Association of Data Processing Service Organizations v. Camp., 397 U.S. 

150(1970).
113) Flast v. Cohen, 392 US 83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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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해관계’(requisite personal stake)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는 ① 문제된 법령이 원고

의 납세자 지위와 ‘논리적 연결’(logical nexus)을 갖고 있다는 점과 ② 해당 

법령이 의회의 조세·지출권한의 행사에 부여된 특별한 헌법적 한계를 초과하

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연방대법원은 납세자가 

연방 법률의 위헌성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 

Flast 등은 중대한 개인적 이해관계를 증명하는데 성공하여 원고적격이 있다

고 판시하였다.

이후 Bowen v. Kendrick 판결에서 법원은 위 Flast 판결의 예외인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114) 원고는 납세자, 종교인, 그리고 

미국 유대인협회로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the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을 상대로 1981년의 청소년가정생활법(the Adolescent 

Family Life Act of 1981)이 수정헌법 제1조의 국교금지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청소년가정생활법은 미성숙한 청소년의 성관계를 

방지하고 미성년 부모의 자녀를 입양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청소년 성

관계와 임신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고자 한다. 그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청소년가정생활법은 미성년 임신 및 육아를 연구하는 단체에게 연

방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그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연방 자금이 청소년이 성관계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종교 단체에게 

지원되었으므로 청소년가정생활법은 수정헌법 제1조의 국교금지조항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헌법 제8조 납세와 지출 권한 조항에 

근거하여, 연방 납세자들이 의회의 입법권 행사를 수정헌법 제1조 위배를 이

유로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Frothingham 판

결115)에서 판시한 연방 납세자의 원고적격에 대한 원칙과 Flast 판결116)에서 

판시한 예외 인정 기준을 인용하였다. 즉 연방대법원은 ① 청소년가정생활법

114) Bowen v. Kendrick, 487 U.S. 589 (1988).
115) Frothingham v. Mellon, 262 U.S. 447 (1923).
116) Flast v. Cohen, 392 US 83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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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방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해당 규정과 납세자 지위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② 종교 단체에게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해당 규정이 수정헌

법 제1조에 위반되어 헌법적 한계를 초과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

정하였다. 

이처럼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오직 납세자라는 사실만을 근거로는 원고적

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① 문제된 법령과 원고의 납세자로서의 지

위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② 해당 법령이 의회의 조세 및 지출 권한

의 행사에 부여된 특별한 헌법적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중대한 개인적 이해

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Ⅱ. 시민소송

1. 개별법의 시민소송 조항

개별법의 조항 중 특정 개인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형태의 조항이 존

재한다. 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형태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를 ‘시민소송 조항’이라 한다. 예컨대 연방수질정화법(Clean Water Act) 제

505조 제a항 제1호는 “어떠한 시민도 본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배출 한계 또

는 기준을 위반한 어떠한 사람을 상대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대기청정법(Clean Air Act) 제304조는 “어떠

한 사람도 본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배출 한계 또는 기준을 위반한 어떠한 사

람을117) 상대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환경관련 법령 등 개별법에서는 시민소송 조항을 두어 누구든지 소

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민소송 조항은 해당 법령에서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

을 정한 조항을 일컫는 것이고, 시민소송이라는 별개의 소송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법의 조문 제목이 ‘시민소송 조항’(Citizen Suit Provision)

117) 개인과 국가기관 모두 피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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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해당 조문을 용어 그대로 소개한다. 이하에서는 개

인이 각 법률의 시민소송 조항에 근거하여 법률규정을 위반한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법원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원고적격을 판

단하는지가 문제된다.

2. 헌법상 원고적격과의 조화118)

LujanⅠ 판결119)에서 원고는 멸종위기종법의 시민소송 조항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멸종위기종법는 본 법을 위반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

한 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20) 항소심

법원은 멸종위기종법의 시민소송 조항이 ‘어떠한 사람’도 소를 제기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정부의 멸종위기종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을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법원은 원고가 원고적

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정부의 위반행위로부터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을 필요

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을 배척하고, 시민소

송 조항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가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

찬가지로 헌법상 원고적격의 인정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Laidlaw 판결121)에서 원고 환경단체는 연방수질정화법의 시민소송 

조항에 근거하여 오염수를 방류한 회사에 대한 금지명령과 과징금부과를 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Bennett 판결122)에서 원고 목장주들은 멸종위기종

법의 시민소송 조항에 근거하여 어류및야생동물관리국의 댐 수위에 관한 결

정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행정청이 직접 피고가 된 사안은 아니나 

118) 본 항에서 소개하는 판결 대부분은 환경규제 관련 법률의 시민소송 조항에 근

거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경우로, 이하 환경소송의 원고적격에서 보다 구체적

으로 소개한다.
119)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504 U.S. 555 (1992). 
120) 16 U.S. Code 제1540 제g항 Citizen suits.
121) Friends of the Earth, Inc. v. Laidlaw Environmental Services, Inc., 528 U.S. 

167 (2000).
122) Bennett v. Spear, 520 U.S. 154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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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Co. 판결123)에서 원고 환경보호단체는 ‘긴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

법’(EPCRA)의 시민소송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 시카고철강회사를 상대로 선

언명령과 금지명령을 위한 사적 집행을 청구124)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Monsanto CO. 판결125)에서 원고는 농업회사를 피고로 하여 유전자변형된 

농산물의 유통을 불허하는 결정(금지명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시민소송 조항에서 ‘어떠한 사람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적격이 무한대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

고, 의회가 배제할 수 없는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을 충족한 원고만이 시민소

송 조항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

인하였다. 각 사안에서 법원은 사실상의 손해와 인과관계, 회복가능성 심사

를 통해 원고의 원고적격을 각 심사하였다.

Ⅲ. 환경소송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법원 또한 분화되어 있지 않다. 환경상 이익의 침해가 문제되는 

환경소송의 경우에도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에 환경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의 원고적격 판단기준을 이해하기 위해 행정청을 상대

로 소를 제기하는 유형뿐만 아니라, 피고가 사인이지만 환경소송에서 원고적

격이 문제된 경우를 함께 검토한다. 

한편 영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개인과 단체의 원고적격을 뚜렷하게 구분

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단체 구성원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면 단체의 원고적

격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1절 영국편에서는 단체에 특유한 원고적격

을 별도로 살펴보며 환경소송을 함께 검토하였으나, 제2절 미국편에서는 다

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실상 손해를 원

123) Steel Company v. Citizens for Better Environment, 523 US 83 (1998).
124) “private enforcement action for declaratory and injunctive relief” 
125) Monsanto Co. v. Geertson Seed Farms, 561 U.S. 13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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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적격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중심으로 판

결례를 분류한다. 이하에서는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판결126)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설시한 원고적격 일반론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환경상 손해, 

단체 구성원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손해, 장래 발생할 손해의 위험, 절차상 

이익의 침해로 판례를 유형화한다.

1.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판결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LujanⅠ)판결127) 에는 환경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판단기준, 환경단체를 포함한 단체의 원고적격, 행

정소송에서 절차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는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지 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잘 드러나 있다.

LujanⅠ 판결에서 문제된 1973년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ESA)은 멸종위기종의 보호의무를 내무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이 나누어 분담

하도록 하였다. 특히 멸종위기종법 제7조 제(a)(2)항에 따르면 각 연방기관은 

해당 기관의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등을 위협하지 

않도록 연방 내무부 장관 또는 상공부 장관 중 적절한 자와 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 과거 내무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은 연방기관의 자금을 지원받는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 협의의무가 발생한다고 해

석하였다. 이후 내무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은 해석을 변경하여, 자금을 지원

받은 행위가 미국과 공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위 협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환경단체는 위와 같이 변경된 해석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내무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128)

126)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504 U.S. 555 (1992).
127)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504 U.S. 555 (1992).
128) 지방법원은 원고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파

기환송된 후 지방법원은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본안 심사를 통해 피고에게 위 

조항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라고 판결하였다. 이후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

을 확정하였으나, 이에 피고가 불복하였다. 하급심 판결과 관련하여, Bre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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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1) 원고가 사실상 손해를 입었고, (2)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3) 원고의 손해가 승소 판결(favorable decision)

을 통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사안에서 원고는 

미국과 공해 이외의 장소에서 연방기관의 자금을 지원받아 진행된 행위로 

인하여 멸종위기종의 멸종확률이 증가하고, 멸종위기종이 멸종하게 되면 원

고는 이들을 관찰하거나 이용할 수 없어 원고가 사실상 손해를 입는다고 주

장하였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위 세 가지 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종래보

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원고적격의 인정범위를 축소하면서, 원고의 원고적격

을 부인하였다. 

첫째, 연방대법원은 장래 계획에 관한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의 사

실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은 Sierra Club 판

결129)을 근거로 원고 구성원이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을 관찰하거나 사용할 

이익에 대한 침해도 사실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원고가 최소한

의 구체적인 손해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 구성원인 Jocye Kelly는 과거 이집트에서 나일 악어를 관찰하였고 장

래에 다시 악어서식지를 방문할 계획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실상 손해를 주

장하였다. 미국 정부가 이집트의 물관리기본계획(Master Water Plan)과 나일

강 아스완댐 재생계획에 관여할 경우 나일 악어의 멸종 가능성이 증가하므

로 Jocye Kelly의 장래 계획에 사실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논리이다. 한편 원

고 구성원인 Ms. Skilbred는 스리랑카에서 아시아코끼리와 표범 등 멸종위기

종의 서식지를 방문하였다. 현재 위 장소는 AID(국제개발기구)의 자금지원을 

받는 마하왈리 개발대상지인데, 원고는 위 개발계획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를 감소시켜 멸종위기종의 멸종가능성을 제고하므로 원고가 사실상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멸종위기종의 멸종으로 임박한 손해를 입지 않는다

Stewart･Sunstein･Vermeule･Herz,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8th 
edition, Wolters Kluwer, 2017, 832쪽 참조.

129) Sierra Club v. Morton, 405 U.S. 727 (1972).



- 102 -

고 보았다. 언젠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재방문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주장

은 구체적이지 않고 임박한 손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연방대법원

은 만약 원고들이 장래 방문일정에 관한 구체적인 날짜나 계획을 진술하였

다면 구체적이고 임박한 손해가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

였다.

둘쨰, 연방대법원은 생태계연결이론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일정한 관련성(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자)을 요구하였다. 생태계연결이론이란 

연방기관이 원고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장소의 행위에 자금을 지원하였

더라도,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위 행위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사안에서 원고는 이러한 생태계연결이론을 바

탕으로 원고적격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해당 지역을 이

용 또는 이용할 계획이 있거나, 최소한 그 인근에 거주하여야 원고적격이 인

정된다는 LujanⅡ 판결의 태도130)를 견지하면서, 원고와 해당 지역의 관련성

이 부정되어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셋째, 다수의견은 만약 원고의 사실상 손해가 인정된다고 가정해 보더라

도, 승소 판결을 통해 원고의 손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사안

에서 문제된 행위에 자금을 지원한 연방기관은 이 사건 소송당사자가 아니

므로, 사안의 승소 판결이 연방기관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

가 승소하더라도 연방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행위

가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131) 이에 스칼리아 대법관을 비롯한 연방대법원 다

수의견은 승소 판결을 통한 회복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LujanⅠ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손해가 구체적이고 임박할 것을 요

하여 사실상 손해의 인정범위를 축소하였다. 특히 LujanⅠ 판결의 다수의견

을 대표하여 판결문을 작성한 스칼리아 대법관은 위 사안뿐만 아니라 이후 

판결에서도 꾸준히 원고적격의 인정범위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다만 모든 사

안에서 스칼리아 대법관이 원고적격의 인정범위를 축소하고자 한 것은 아니

130) Lujan v.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497 US 871 (1990).
131)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504 U.S. 555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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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의회와 정부, 법원이 각 해

결해야 하는 사안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뒤에서 소개할 

Bennett 판결132)에서 스칼리아 대법관은 의회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원고적

격을 넓게 인정하기도 하였다.

2. 지역주민의 환경상 손해

연방대법원은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해 사실상 손해가 인정

된다고 보면서도, 계쟁토지 인근 토지를 이용한 정도의 관련성만으로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Scenic Hudson Preservation Conference v. Federal 

Power Commission 판결133)에서, 원고 ‘허드슨강 경치 보존협회’(Scenic 

Hudson Preservation Conference, 이하 ‘협회’라 한다)는 허드슨강 인근에 거

주하는 시민들의 단체이다. 1962년 Consolidated Edison(이하 ‘에디슨사’라 

한다)은 Stormking산에 2억 3,400만 달러를 들여 미국 최대 규모의 2,000메

가와트(MW)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협회는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연방전력위원회(Federal Power Commission)는 위 

계획을 승인하였다. 협회는 연방전력위원회의 승인 결정이 원고가 허드슨강 

유역에 거주하면서 누리는 경관과 환경에 대한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

며 소를 제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환경상 이익에 대한 손해도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사실

상 손해에 포함된다고 본다. 연방대법원은 에디슨사가 허드슨강 유역에 발전

소를 건설하여 원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의 원고적격이 인

정된다고 판단하였다.134)135) 해당 판결은 경관상 이익과 환경상 이익을 근거

132) Bennett v. Spear 520 US 154 (1997).
133) Scenic Hudson Preservation Conference v. Federal Power Commission, 354 

F.2d 608 (2d Cir. 1965).
134) Scenic Hudson Preservation Conference v. Federal Power Commission, 354 

F.2d 608 (2d Cir. 1965).
135) 사실상 손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Data Processing 판결 이전에 내려진 



- 104 -

로 원고적격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

다.136)

United States v. Students Challenging Regulatory Agency Procedures(이하 

‘SCRAP’이라 한다) 판결137)에서는 지역 내 학생들이 결성한 단체138)가 환경

영향평가절차 누락을 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 주간상업위원

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이하 ‘ICC’라 한다)가 철도운송할증운

임을 2.5% 인상하면서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절차를 누락했다고 주장하였다. 재생가능한 원자재의 운송

요금이 일반 자재의 운송요금보다 비싼 상황에서, 할증운임이 상승하면 재생

가능한 원자재의 운송비용이 일반 원자재의 운송비용보다 더 상승한다. 이에 

원고는 철도운송할증운임이 상승하면 재생가능한 원자재와 대체관계에 있는 

일반 원자재의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일반 원자재 사

용의 증가는 벌목이나 채광 등의 증가로 귀결되어 환경을 파괴하므로, 원고

는 위와 같은 환경파괴가 원고 구성원이 숲과 강을 이용하는 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면

서,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절차 누락으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

았다.139)

판결이기에 연방대법원은 본 논문에서 논의한 원고적격 인정기준을 엄밀히 적

용하여 판단하지는 않았다.
136) 해당 판결을 미적, 환경적 이익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보

는 견해로는, 이한성, “미국(美國) 환경법상(環境法上)의 원고적격(原告適格)에 

관한 판례(判例)의 동향(動向)”, 법조 제50권 제12호, 2001, 22쪽; David Sive, 
“Environmental Standing”,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 vol. 10, no 2, 
1995, 49-50쪽.

137) United States v. Students Challenging Regulatory Agency Procedures, 412 U.S. 
669 (1973).

138) 원고는 Georgetown 법학과 학생들 동아리와 Environmental Defense Fund, 
Izaak Walton League라는 단체가 모여 결성한 Students Challenging Regulatory 
Agency Procedures(이하 SCRAP)이라는 단체이다.

139) 본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재생가능한 원자재에 대한 운임인상이 금지되어야 한

다고 보아 원고 주장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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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역시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많은 사람

들이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손해를 입은 자의 원고적격을 

부정한다면, 이는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힌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

여 아무도 소를 기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 손해의 구체

성140)을 인정하였다.141) 특히 스튜어트(Stewart) 대법관은 SCRAP의 구성원

이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 및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자연자원(산, 강, 개

천 등)을 하이킹, 캠핑, 낚시 등 각종 오락적이고 경관적인 목적으로 이용하

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스튜어트 대법관은 원고 구성원이 철도운임

의 변경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과 경관상 이익에 대한 손해를 입는다고 판

단하였다.142) 나아가 스튜어트 대법관은 위 손해가 특별하고 인식가능

(perceptible)하며, 위 손해를 기준으로 해당 자연자원을 이용하지 않았던 다

른 일반 시민과 원고를 구별할 수 있다고 보았다.143)

SCRAP 판결은 1970년대 연방대법원의 원고적격 확대 경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이다.144) 연방대법원은 손해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는 기존 연방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서도, 대중에 널리 공유되는 손해라 하

더라도 원고에게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실상 손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처럼 SCRAP 판결은 “원고

적격 확대의 정점”145)이 되는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140) 손해는 구체적이며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상 손

해의 판단기준을 의미한다.
141) United States v. Students Challenging Regulatory Agency Procedures, 412 U.S. 

669 (1973).
142) United States v. Students Challenging Regulatory Agency Procedures, 412 U.S. 

669 (1973).
143) United States v. Students Challenging Regulatory Agency Procedures, 412 U.S. 

669 (1973).
144) 이와 같은 해석으로 vol.이한성, “미국(美國) 환경법상(環境法上)의 원고적격

(原告適格)에 관한 판례(判例)의 동향(動向)”, 법조 제50권 제12호, 2001, 23-24
쪽. 

145) 이한성, “미국(美國) 환경법상(環境法上)의 원고적격(原告適格)에 관한 판례

(判例)의 동향(動向)”, 법조 제50권 제12호, 2001,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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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ennett v. Spear 사건146)에서 연방대법원은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하

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처분의 대상이 된 지역 인근 Oregon 주

에서 목장과 농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멸종위기종법(Endangerd 

Species Act)의 시민소송 조항과 연방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Klamath강 댐

의 수위에 관한 피고 어류및야생동물관리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

의 결정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 Klamath강에는 댐이 존재하였는데, 위 

관계사업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물고기 종이 멸종될 가능성이 있

었다. 이에 피고는 멸종위기에 있는 어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 두 개의 

수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저수지의 수위가 최소한

으로 유지될 경우 농업용수가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사실상 손

해를 입는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본 사안과 달리, Bennett 판결에서 원고들이 근거로 제시한 멸종위기

종법에서는 ‘피해를 입은 어떠한 사람’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시민소송 

조항을 두고 있다.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을 대표한 스칼리아 대법관은 멸종위

기종법에서 시민소송 조항을 통해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은, 이익의 영역과 무관하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자 한 의회의 의도에서 비

롯된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누구든지 경제적 또는 환경적 

이익을 보유하였다면 멸종위기종법의 시민소송 조항을 통해 원고적격이 인

정되므로,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스칼리

아 대법관의 논리 저변에는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과는 달리, 제정법상 원고

적격 요건인 이익의 영역 원칙은 임의적인 원칙이며, 의회가 후자를 조정하

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기존 연방대법원의 법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147) 

146) Bennett v. Spear 520 US 154 (1997).
147) Match-E-Be-Nash-She-Wish Band Of Pottawatomi Indians v. Patchak, 567 U.S. 

___, No. 11246, slip op. at 15 (2010); Warth v. Seldin, 422 U.S. 490, 501 
(1975); Breyer･Stewart･Sunstein･Vermeule･Herz,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8th edition, Wolters Kluwer, 2017, 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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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 구성원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손해

연방대법원은 단체 구성원의 여가적 이익, 경제적 이익 등이 구체적으로 

증명될 경우 이를 근거로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Friend of the Earth 

Inc. v. Laidlaw Environmental Services Inc. 판결148)에서 환경단체인 원고는 

연방수질정화법의 시민소송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가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조치’(injunction relief)와 과징금 부과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149) 피고 레이드로 환경서비스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North Tiger강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구입한 후, ‘국가 

유해물질 배출허가’(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Permit)

를 받아 유해물질인 수은을 배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반복적으로 배출허가

에서 규정된 한계를 초과하여 North Tiger강에 수은을 배출하였다.150)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은 사실상 손해와 회복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첫째, 사실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배출기준치

를 초과하는 피고의 수은 방류로 강에서 휴양을 즐기거나 강에 인접한 토지

를 사용할 이익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의 수은 방류를 인식하여 

원고 구성원이 더 이상 강과 인접토지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원고 구성원이 

누리던 경관적, 여가적 가치가 저해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연방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헌법상 원고적격의 요건인 사실상의 침해가 인정된

148) Friend of the Earth Inc. v. Laidlaw Environmental Services Inc.,528 US 167 
(2000).

149) 피고 레이드로 환경서비스사는 민간기업이지만, 원고가 피고에 대한 금지명령 

조치를 구하였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의 관점에서 Laidlaw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0) 제1심법원은 피고의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장래의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로서 

피고에게 40,58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하라고 

판시하였으나 금지명령은 발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과징금 부과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과징금은 원고가 아닌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회복가능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항

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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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을 대표한 긴즈버그(Ginsburg) 대법관은 피고의 

배출행위가 원고의 휴양적, 경관적,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151) 둘째, 회복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피고에 대

한 과징금 부과가 장래 피고의 배출기준 위반행위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보

았다. 과징금 부과 이후 피고가 장래 배출기준을 준수한다면, 원고의 손해가 

회복되므로 회복가능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이다.152) 해당 판결은 LujanⅠ 

판결을 기점으로 엄격해진 환경소송의 원고적격 요건을 다시 넓힌 판결이라

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반면 Sierra Club v. Morton 판결153)에서 연방대법원은 환경단체가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 없이 막연하게 환경보호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고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환경단체 중 

하나로, 시에라 네바다산의 미네랄 킹 계곡 인근에 월트 디즈니사의 스키 리

조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산림청의 결정에 대해 내무부 장관을 상대

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154) 원고는 국립공원, 동물보

호구역(game refuges), 산림의 보호와 유지에 원고가 특별한 이익을 지니므

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자연환경을 이용할 이익이나 경관상 이익의 침해도 

사실상 손해에 포함된다는 Scenic Hudson Preservation Conference 판결155)의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원고의 사실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연방

대법원은 월트 디즈니사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일정한 손해를 상정해 

151) Anne Joseph O'Connell, Gellhorn and Byse's Administrative Law, 12th edition, 
Foundation Press, 2018, 1325쪽.

152) Friend of the Earth Inc. v. Laidlaw Environmental Services Inc.,528 US 167 
(2000).

153)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디즈니사의 스키 리조트 건설을 금지하

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발부하였다. 내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
소심법원은 시에라 클럽이 디즈니사의 스키 리조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154) Sierra Club v. Morton, 405 U.S. 727 (1972).
155) Scenic Hudson Preservation Conference v. Federal Power Commission, 354 

F.2d 608 (2d Cir.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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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손해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미네랄 킹 계곡이

나 세쿼이아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리조트 및 이에 부대하여 개발되는 

고속도로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는 사람 등에게 인

정되는 손해라고 보았다.156) 이에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사실상 손해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원고적격을 부인하였다.

특히 Sierra Club 사건에서 원고는 환경단체인 원고가 ‘공익의 대변

자’(representative of the public)로서 환경 문제에 대한 특별한 이익이 있으

며 이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이 소위 공익소송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시하며,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만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면 어떤 단체이건 원고

적격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하

고자 하는 단체는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행정작용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

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익의 대변자라는 지위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157)

사안에서 비록 원고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은 부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은 환

경상 이익과 경관상 이익이 연방행정절차법 제702조의 ‘이익’에 포함되고 그

에 대한 침해가 헌법상 원고적격 인정요건인 ‘사실상 손해’를 구성할 수 있

다는 기존 연방대법원의 태도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구성원 중 누구라도 미네랄 킹 계곡에서 실제로 하이

킹이나 캠핑을 즐겨왔다는 등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였다면 원고적격이 인정

되었을 것이라고 판시하여, 관련성을 증명한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가능성

이 있음을 시사하였다.158)

156) Anne Joseph O'Connell, Gellhorn and Byse's Administrative Law, 12th edition, 
Foundation Press, 2018, 1338쪽.

157) Sierra Club v. Morton, 405 U.S. 727 (1972).
158) 이와 같은 평가로 이한성, “미국(美國) 환경법상(環境法上)의 원고적격(原告適

格)에 관한 판례(判例)의 동향(動向)”, 법조 제50권 제12호, 2001, 22-23쪽; Ann 
E. Carlson, “Standing for the Environment”, UCLA Law Review, vol. 4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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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ujan v.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판결(Lujan Ⅱ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원고 구성원이 사안에서 문제된 지역 인근의 공용토지를 이용하였

다는 관련성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59) 원고 전

국야생동물연맹(National Wildlife Federation)은 연방토지관리국(Federal 

Bureau of Land Management)이 시행한 1,250건의 토지용도지정결정160)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원고 구성원이161) 토지용도지정지역 인근의 

공용토지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연방토지관리국의 결정을 다툴 원고

적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162)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토지용도지정결정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원고는 원고 구성원이 토지용도지정결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 

인근의 공용토지를 여가적으로 이용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스칼리아 대법관은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원고의 사실상 손해를 증명하기

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토지용도지정결정이 원고의 환경

상 이익을 침해하는 한편, 피고가 환경영향평가절차를 누락하였으므로 피고

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사실상 손해

를 증명하지 못하였다고만 판시하였을 뿐, 원고의 절차적 권리 주장에 대하

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Summer v. Earth Island Institute 판결에서도 사실상 

손해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163) 

원칙적으로 산불발생지역에서는 산림 재생 활동과 목재 인양 판매활동에 대

1998, 940쪽.
159) Lujan v.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497 US 871 (1990).
160) 1억 7천만 에이커의 토지를 광산업 등 소모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결정이었다.
161) 제1심법원은 6건의 진술서 중 2건은 기한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채

택하였으나, 4건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증거

로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연방대법원도 증거채택에 관한 이러한 제1심법원

의 판단을 긍정하였다.
162) 제1심법원은 연방토지관리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

으나, 제2심법원은 제1심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원고적격을 긍정하였다.
163) Summer v. Earth Island Institute 55 U.S. 488, 129 S. Ct. 114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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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문, 이의제기, 통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

고 산림청은 소규모 산불발생지역에 대하여 위 절차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

렸다. 이에 환경단체인 원고는 위 결정이 ‘산림청 결정 및 이의제기 개혁

법’(Forest Service Decision Making and Appeals Reform Act, 이하 ‘ARA’라 

한다)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원고 구성원이 소규

모 산불이 발생하였던 세콰이어 국립공원을 방문하였다는 진술서에 기반하

여 원고적격을 주장하였다.164)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은 진술서를 제출한 Jim Bensman 이외에 다른 구성

원의 사실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른 구성원에게 급박하고 구

체적인 손해를 유발하는 위법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대법원 다

수의견은 Jim Bensman의 진술서 역시 급박하고 구체적인 손해를 증명하기

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피고의 결정이 국립공원에

서 여가적 이익을 향유하려는 Jim Bensman의 구체적인 계획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65)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은 구성원이 

국립공원을 장래 막연한 시점에 방문하겠다는 의도만으로 환경단체에 해당 

국립공원의 특정한 구역에서 이루어진 행정청의 모든 행위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사실상 손해를 요구하는 연방대

법원의 입장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166)

164)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산림청에게 ‘전국단위 금지명

령’(nationwide injunction)을 발부하였다. 항소법원은 제1심법원의 판단에 동의하

였다. 
165)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르면 원고는 사실상 손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고 단체의 구성원인 Jim Bensman이 여행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위법한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어 그의 여가적 이익에 대한 손해를 유

발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사실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166) 반대의견은 이러한 위법한 산림청의 결정은 결국 화재현장에서의 수많은 위법

한 목재 판매 행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다수의견을 비판

하였다. 반대의견은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가 원고 구성원의 오락적 이익을 전

혀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단언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브레이어(Breyer) 대법

관은 원고가 진술서에서 원고 구성원이 이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많은 위법

한 목재 판매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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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방대법원은 환경단체가 공익을 대변하여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

도 최소한 환경단체 그 자신 또는 그 구성원이 피고의 처분으로 인하여 직

접 손해를 입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가 그 구성원의 손해를 

증명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안과 마찬가지로 위 손해가 급박하고 실재함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장래의 손해에 대한 기존의 입장

을 재확인하여, 장래의 손해가 사실상 손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손해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4. 장래 발생할 손해의 위험

연방대법원은 장래 발생할 손해에 대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이 구

체적이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대표

적으로 Monsanto Co. v. Geerston Seed Farm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유전

자 변형종자가 전파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전자 변형 없는 순수한 종자를 

재배하는 농업인 단체167)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168) 원고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피고 Monsanto Company에 대한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소를 제

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판매하는 유전자 변형 알팔파(alfalfa) 종자가 재배

되어 원고의 기존 알팔파와 수분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유전자 변형이 일

어나 알팔파 종의 멸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가능성

만으로 원고에게 사실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169) 

연방대법원은 유전자가 변형된 알팔파 종자의 유통이 원고에게 다양한 형

태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자연적으로 원고의 알

진술서가 원고의 구성원이 장래에 입을 사실상 손해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증명

한다는 것이다.
167) 원고는 Geertson Seed Farms과 Trask Family Seeds라는 단체로, 유전자 변형 

없는 순수한 종자를 재배하는 농부들의 단체이다. 
168) Monsanto Co. v. Geertson Seed Farms, 561 US 139 (2010).
169)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유전자 변형 알팔파 종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을 명령하는 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항소법원은 제1심의 

금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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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파와 유전자 변형 알팔파가 수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고는 유전자 

변형이 없는 알팔파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판매

하는 알팔파가 유전적으로 순수함을 증명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위

험이 원고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연방대법원

은 유전자 변형 알팔파의 재배와 유통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 기존 알팔

파의 유전자 오염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가능성 요

건도 충족된다고 보았다.

반면 소비자단체가 식중독 위험을 주장한 Food and Water Watch, Inc. v. 

Vilsack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구체적인 위험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원고

적격을 부정하였다.170) 원고는 ‘미국 가금류 제품 검사법’(US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에 따라 제정된 농무부의 새로운 가금류 검사 시스

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농무부 장관을 상대로 콜롬비아 주 지방법원에 소

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새로운 가금류 검사 시스템이 검사 과정을 지나치게 

간이화하고 검사 인원을 축소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허술해진 검사 

시스템에서 거르지 못한 불량 가금류 식품을 섭취하여 식중독에 걸릴 위험

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위험성이 사실상 손해 

요건을 충족하여 원고적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식품안전검사국이 

새로운 가금류 검사 시스템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였

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구체적인 위험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

여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현재 존재하는 

가금류 검사 시스템 하에서 검사된 식품을 섭취하고 식중독에 걸릴 확률과 

새로운 가금류 검사 시스템 하에서의 확률을 비교하여 후자의 위험성이 유

의미하게 증가하였고, ② 위와 같이 증가된 위험성으로 인하여 원고가 식중

독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러한 구체적인 

증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70) Food and Water Watch, Inc. v. Vilsack, 2015 WL 514389 (D.D.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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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영향평가절차의 하자

(1) 국가환경정책법상 환경영향평가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은 인간과 환경의 생산적으로 쾌적한 조화의 추진

을 국가정책으로서 선언하고(제101조),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의 수탁자로서 

각 세대의 책임완수, 심미적·문화적으로 쾌적한 환경의 확보, 역사적·문화적·

자연적 유산의 보존 등을 목표로 선언한 법률이다. 국가환경정책법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규정한다.171)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소송에서 빈번하게 쟁

점으로 다루어지는데, 주로 행정청이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거나 하자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국가

환경정책법 제102조는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연방 행정청이 제10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을 규정한다. 해당 과정을 도

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171) Council of Environmental Quality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A 
Citizen's Guide to NEPA”, 2021, 4쪽; 차상붕, “미국의 NEPA 소송과 환경소송

상의 원고적격”, 토지공법연구 제31집, 2006,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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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이�행정작용의�필요성을�인식하고�제안서를�작성

　

2.� 환경에�미치는�영향이�중대한가?

NO YES

3.� 예정된�행정작용이�
행정작용�예외�
목록(Agency�
Categorical�

Exclusion)에�포함되어�
있는가?

　 5.� 중대한�환경적�
영향이�불확실하거나�
행정작용�예외목록에�
포함되지�않음.

　

8.� 중대한�환경적�영향�
발생�가능성�있음

NO 　

YES YES

　

YES

　

9.�
환경영향평가서(Enviro
nmental� Impact�

Statement)작성�예고

　

6.� 가능한�한� 공공의�
참여를�받아�

환경평가서(Environme
ntal� Assessment)�

작성

10.� 공공참여를�통한�
평가범위�확정

　

　

11.� EIS� 초안�작성

4.� 예정된�행정작용에�
특별한�사정이�있는가?

　

NO

중대한�환경적�영향이�
확인되었는가?

12.� 공공검토,�
의견수렴�공공참여절차�

시행

　 NO
　

13.� EIS� 최종안�작성

7.� 중대한�환경적�
영향을�발견할�수�없음

　

　
14.� EIS� 최종안�공개

　

결정 15.� 결정�기록

　 　

결정의�시행(감독절차�병행)

[그림 1] 환경영향평가절차 순서도172)

172) Council of Environmental Quality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A 
Citizen's Guide to NEPA”, 2021,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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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적 이익의 침해

종래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절차 누락으로 인한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인정

하기보다는, 환경영향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

던 정보의 상실이 사실상 손해를 구성한다는 논리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였

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절차의 누락이 원고의 정보적 이익

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Scientists Institute for Public Information INC. v. Atomic Energy 

Commssion 판결173)에서 원고는 피고 원자력에너지위원회가 일련의 기술연

구개발계획에 관하여 단순한 환경조사만 거쳤을 뿐 정식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항소법원은 환경단체인 

원고가 중요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고, 정책의 

과학적 측면에 대한 공중의 논의를 촉발시키는 데에 설립목적을 갖고 있다

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자력에너지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절차 누

락으로 원고의 정보제공활동이 침해되었고 이는 사실상 손해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취지로 정보적 이익에 대한 침해를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한 

Andrus v. Sierra Club 판결174)이 있다. 원고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절차 

없이 국가야생동물보호체계 관련 예산을 삭감한 피고 어류및야생동물관리국

과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대하여 국가환경정책법 

제102조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연방 항소법원은 앞서 살펴본 

Scientists Institute for Public Information INC. 판결175)을 인용하여 ‘국가환

경정책법에 의거한 공공정책이나 결정에 관하여 회원 또는 일반 공중을 위

173) Scientists' Institute for Public Information, Inc., Appellant, v. Atomic Energy 
Commission et al, 481 F.2d 1079 (D.C. Cir. 1973).

174) Andrus v. Sierra Club, 442 U.S. 347 (1979).
175) Scientists' Institute for Public Information, Inc., Appellant, v. Atomic Energy 

Commission et al, 481 F.2d 1079 (D.C. Cir.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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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전달에 일정한 이익을 가지는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절차 누락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원고가 정보적 이익에 대한 침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

적격을 부정한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v.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판결176)이 있다. 소비자단체인 원고는 피고 고속도로 

교통안정청이 여객자동차의 최저연료경제성기준을 하향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

였다. 원고는 고속도로 안정성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이익을 주장하였다. 그

러나 항소법원은 환경영향평가절차의 누락으로 위와 같은 원고의 정보적 이

익에 어떠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이처럼 종래 법원은 정보적 이익의 침해가 있

어야 사실상 손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3) 절차적 권리의 침해

그런데 LujanⅠ 판결177)을 기점으로 연방대법원은 인근주민 등 대상지역

과 일정한 관련을 갖고 있는 자가 절차 누락의 위법을 주장한다면 절차적 

권리의 침해가 사실상 손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178) LujanⅠ 판

결179)은 원고가 환경영향평가절차의 누락을 직접 다툰 사안은 아니지만, 스

칼리아 대법관은 위 판결에서 환경영향평가절차의 누락을 예로 들어 절차위

법과 원고적격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기존 원고적격 인정기준보다 한발 더 

나아간 판시로, 절차적 권리의 침해 자체가 사실상 손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적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180)

176)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v.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45 F.3d 481 (D.C. Cir. 1995).

177)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504 US 555 (1992).
178)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504 US 555 (1992).
179)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504 US 555 (1992).
180) 스칼리아 대법관은 판결본문에서 환경영향평가절차의 하자와 원고적격의 관계

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였고, 해당 부분은 이후 국가환경정책법 관련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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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법에서는 ‘연방 또는 연방의 기관이나 행정청의 본 법 위반을 

주장하는 어떠한 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시민소

송 조항을 두고 있다. Lujan 1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가 멸종위기종법 제7조 

(a)(2)에서 규정한 기관 간 합의 절차를 위반하여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

해하였고 주장하면서, 위 시민소송 조항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항소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인용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

을 파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위반이 원고에게 사실상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절차하자를 

누구나 다툴 수 있다고 본다면, 사실상 손해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원고적

격 인정기준을 완전히 형해화시킬 것이라고 보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개별성 및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면허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의 사전청문, 연방의 시설이 

원고의 인접지에 건설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등이 누락된 경우 이는 원

고가 지니는 별개의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라고 보았다

.181)182) 또한 스칼리아 대법관은 법령에서 절차적 권리에 대한 구체적 이익

이 인정된 자는 급박성이나 회복가능성과 같은 원고적격 인정 요건이 충족

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하였

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가 건설을 허가한 댐 건설지 인근에 거주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183)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더라도 댐 건설결정이 철회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없거나(회복가능성), 

댐 건설이 오랫동안 지연되어 실질적이고 급박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

서 다수 인용되고 있다.
181) 스칼리아 대법관은 사안의 절차누락은 원고가 지니는 별개의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방론으로 어떠한 경우에 절차

적 권리로부터 구체적인 이익이 도출되는지를 설명하였다. 
182) 환경영향평가절차가 누락되었거나 위법하게 진행된 경우, 원고는 이로 인한 

별개의 구체적 이익의 침해를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주장할 수 있다. 같은 견해

로 차상붕, “미국의 NEPA 소송과 환경소송상의 원고적격”, 토지공법연구 제31
집, 2006, 254쪽.

183)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504 US 555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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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급박성)에도 마찬가지이다.184)

LujanⅠ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거주하거나 대

상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적 이

익을 보유하며, 그에 대한 침해가 사실상 손해를 구성한다는 법리를 전개하

였다.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이익이 인정된 원고에게는 급박성과 

회복가능성 등 사실상 손해의 요건 심사에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185)

나아가 절차적 권리를 규정한 규범의 보호목적을 고려하여 원고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인정한 Colorado Environmental Coalition v Lujan 판결

이 있다.186) 사안에서 피고 내부부 장관은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절

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당 지역을 원생자연환경보전지역(wild natural 

environmental protection)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콜로라도 주의 환경

보호단체인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결정이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

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콜로라도주 법원은 피고의 환경영향평가절차 누락

으로 인하여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연방대법

원의 스칼리아 대법관은 해당 절차가 원고의 구체적인 이익에 대한 위협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어야 절차누락을 다투는 원고적격을 인정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연방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위와 같은 목적을 

포함한다고 보고, 피고의 절차위반으로 원고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취지로 Douglas County v Babbitt 판결에서 원고 더글러스군(郡, 

184)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504 US 555 (1992).
185) 연방대법원의 판시에 대하여 절차 위반 자체가 사실상 손해를 구성하는지 아

니면 절차위반을 통해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절차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을 보유한 자에게 원고적격 요건의 

심사를 완화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으로 차

상붕, “미국의 NEPA 소송과 환경소송상의 원고적격”, 토지공법연구 제31집, 한
국토지공법학회, 2006, 253쪽; Burt, Christopher T., “Procedural Injury Standing 
after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62, no. 1, 1995, 285-286쪽.

186) Colorado Environmental Coalition v. Lujan , 803 F. Supp. 364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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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y)은 피고인 내무부 장관이 주요 딱따구리 서식지 지정결정에 환경영향

평가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점을 들어 위 결정의 위법을 다투었다.187) 항소법

원은 더글러스군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항소법원은 LujanⅠ 판결을 인용

하면서,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근거로 원고적격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원고의 구체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 원고의 구체적인 이익에 대한 위협이 있어야 

한다. 원고는 오레곤주법에 근거하여 환경지침188)을 포함한 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국가환경정책법상 ‘환경 기

준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절차적 권리를 보유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더글러스군은 주요 서식지로 지

정된 토지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

익이 국가환경정책법에서 보호하는 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고가 구체적

인 이익을 보유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절차적 권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익이 인정된 경우, 법원은 사실

상 손해의 증명책임과 회복가능성의 판단기준을 완화한다. Committee to 

Save the Rio Hondo v. Lucero 판결에서 환경보호단체인 원고는 국유림의 

관리서장인 피고가 환경영향평가절차를 누락한 채 스키장 시설의 여름 영업

을 허가하였고, 위 절차 누락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189) 스키장 하수는 

Rio Hondo강으로 유입된다. 원고 구성원은 스키장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곳

에 거주하면서, Rio Hondo강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거나 낚시, 수영 등 여가

활동을 즐겼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원고는 스키장의 여름 영업으로 인

한 수질저하가 원고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증명하

였다. 

법원은 원고가 장래 손해의 증가위험성을 주장하는 경우, 위와 같은 위험

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급박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증명의 

187) Douglas County v. Babbitt, 48 F.3d 1495 (9th Cir. 1995).
188) Environmental Standard. 단순한 기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처리와 

유지를 위해 시행되는 행정규정 또는 사법규정을 의미한다.
189) Committee to Save the Rio Hondo v. Lucero, 102 F.3d 445 (10th Ci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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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완화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국가환경정책법 위반으로 장래 원

고에 대한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였다는 사실만 증명한다면 인과관계

가 증명된다고 보아 원고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였다.190) 한편 피고는 장래 환

경영향평가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영업허가결정이 내려질 것이므

로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원고의 사실상 손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

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회복가능성의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동일한 처분에 

이를 가능성만으로는 회복가능성 요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

았다.

반면 원고가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손해가 일반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인한다. Broadend 

Horizons Riverkeeps v. 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 판결191)에서 

환경보호단체인 원고는 피고 육군 공병대가 선착장 건설허가과정에서 환경

영향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목재를 운

반하기 위한 위 선착장 건설이 허가되면 벌목행위가 가속화되어 테네시강 

유역의 경관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 구성원 또는 원고 

스스로의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를 증명하지 못하여 원고적격이 부정된다고 

보았다.

같은 취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가 구체적이고 개별적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Region 8 Forest Serv. Timber Purchasers 

v. Alcock 판결이 있다.192) 목재회사와 목재구매자 협회인 원고들은 피고 산

림청이 새롭게 수립한 딱따구리 보호정책이 경제적, 환경적, 절차적 이익과 

삶의 질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특히 절차적 이익

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 산림청이 국가환경정책법, 멸종위기종법, 산림관

190) 피고의 특정한 결정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위험의 발생확률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191) Broadened Horizons Riverkeepers v. U.S. Army Corps, 8 F. Supp. 2d 730 

(E.D. Tenn. 1998).
192) Region 8 Forest Serv. Timber Purchasers v. Alcock, 736 F. Supp. 267 (N.D. 

Ga.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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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Forest Management Act)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책을 수립

하여 원고들의 정보에 대한 권리, 참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일반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으며 개별성과 구

체성이 없어 사실상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거주하거나 대상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절차상 이익 침해로 인한 원고적격을 엄격하게 인정한다.

6. 자연물의 원고적격

자연의 권리소송이란 “동물이나 산림, 갯벌 등 자연물을 원고로 하여 제기

되는 소송”을 말한다.193) 자연의 권리소송을 인정할 경우 자연물은 독자적인 

원고적격을 인정받아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자연의 권리소송

과 자연물의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Christopher D. Stone은 

저서 ‘나무도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는가?’(Should TREES Have Standing?)

에서 자연물도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과 원고적격을 지닐 수 있음을 역설

하였다.194) 그는 과거 흑인, 여성, 태아 등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

았으나 현재 이들의 법인격과 당사자적격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처럼, 자연물

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자연물 스스로 

소를 제기하고 환경침해를 자연물 자체가 겪는 손해로 인정하여 그 보상금

의 일부를 자연물이 수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소송

수행을 할 수 없는 자연물 대신 자연물을 대리할 수 있는 환경보호단체가 

소송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195)

193) 김연태, “환경행정소송상 소송요건의 문제점과 한계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35권, 2011, 37쪽.

194) Christopher D. Stone, Should Trees have standing?, Oxford University Press, 
3rd Edition, 2010.

195)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자연물이 원고가 된 자연의 권리소송이 문제된

다. 자연 고유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자는 견

해이다[장경원, “환경행정소송과 제3자의 원고적격(2010. 4. 15. 선고 2007두
16127 판결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3권 제2호, 2011, 371쪽]. 그러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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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적격이 인정된 사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급심 판결이지만 명시적으로 자연물의 원고적

격을 인정한 Marbled Murrelet v. Pacific Lumber Co. 판결이 있어 소개한

다.196) 원고는 ‘대리석무늬 바다오리’(Marbled Murrelet)와 이를 대리하는 환

경보호단체이다. 원고는 피고 태평양 목재회사가 캘리포니아 홈볼트군(郡)의 

137 에이커 규모의 해안 침엽수림을 벌목하려는 계획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

였다. 원고는 해당 침엽수림이 캘리포니아에 3군데 남아있는 대리석무늬 바

다오리의 서식지 중 하나로, 피고가 위 계획에 따라 침엽수림을 벌목할 경우 

국가환경정책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원고적격을 긍정하였다. 법원은 먼저 

대리석무늬 바다오리를 대리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 환경단체 EPIC(Environmental Protection Information Center)의 원고적

격을 인정하였다. EPIC 회원의 다수는 북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대리

석무늬 바다오리의 서식지를 관찰하였고, 침엽수림 벌목이 바다오리를 포함

한 많은 동물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벌목계획을 실행할 경우 EPIC 회원이 대리석무늬 바다오리와 관련한 

사실상의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대리석무

원은 도룡뇽의 당사자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자연물인 도룡뇽 또는 그를 포함

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

였고(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마1148 판결), 유사한 취지로 검은머리물떼새

가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인가처분을 다툰 사안에서 “검은머리물떼새는 자연

물이고, 비록 자연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는 하나 자연 내지 자연물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없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검은머

리물떼새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당사자적격을 부정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0. 4. 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위 판결에서 검은머리물떼새의 청구는 각하되고, 그 외 원

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 항소 없이 2010. 5. 28.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196) Marbled Murrelet v. Pacific Lumber Co., 880 F. Supp. 1343 (ND C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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늬 바다오리의 독자적인 원고적격도 인정하였다. 법원은 대리석무늬 바다오

리가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과 (연방)멸종위기종법에 의하여 멸종위기종으

로 분류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멸종위기종인 대리석무늬 바다오리는 그 자체

로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197)고 판시하였다. 

관련하여 자연물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Palila v. Hawaii Department 

of Land & Natural Resources 판결에서, 법원은 자연물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198)199) 하와이에서만 서식하는 새인 팔릴라

(Palila)의 보호가 문제되자, 환경단체인 원고 Sierra Club과 팔릴라는 피고 

행정청200)이 하와이 섬의 주요 팔릴라 서식지에서 야생 양과 염소 등의 개

체수를 조절하지 않은 것이 멸종위기종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201) 항소법원은 팔릴라가 멸종위기종법에 따라 멸종위기종

197) “as a protected species under the ESA, the marbled murrelet has standing to 
sue in its own right”

198) Palila v. Hawaii Department of Land & Natural Resources, 852 F.2d 1106 
(9th Cir. 1988).

199) 위 판결의 선행소송으로 1979년 진행된 소송이 있다. 원고는 팔릴라 새와 이

를 대리하여 소를 제기한 Sierra Club, National Audubon Society 등의 환경단체

이다. 환경단체는 팔릴라를 대리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

였다. 피고는 ‘하와이 토지 및 자연자원부’(Hawaii Department of Land & 
Natural Resources)와 ‘토지 및 자연자원위원회의 위원장’(Chairman of the board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이다. 원고는 피고가 하와이 섬의 주요 팔릴라 

서식지에서 야생 양과 염소의 개체수를 조절하지 않은 것이 멸종위기종법 제9
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하와이 지방법원은 팔릴라의 원

고적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팔릴라를 대리하여, 동
시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각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본안에서 피고는 연방정부가 팔릴라를 위하여 주정부에 대하여 멸종위기종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하와이 지방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하와이 지방법원은 피고에게 팔릴라 서식지에 살고 있는 야

생 양과 염소를 박멸하는 프로그램을 주정부의 비용으로 시행할 것을 명령하였

다.
200) 하와이 토지 및 자연자원부와 토지 및 자연자원위원회의 위원장
201) 1986년 하와이 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

는데 항소법원은 Palila의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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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의 권리에 기하여 원

고로서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할 지위가 있다고 보아 Sierra Club 등 환경단

체의 변호사가 팔릴라를 대리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Palila 판결202)처럼 자연물과 환경단체가 함께 원고가 된 Northern 

Spotted Owl v. Hodel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적격에 대한 별다른 판시 없이 

본안을 판단하기도 하였다.203) 원고는 북부점박이 올빼미와 이를 대리하는 

다수의 환경단체이다. 원고는 멸종위기종법상 멸종위기동물 목록에 북부점박

이 올빼미를 포함하지 않은 피고 연방어류및야생동물관리국의 결정을 다투

었다. 북부점박이 올빼미를 멸종위기동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이 있자, 피고

는 생물학자로 구성된 자체 조사팀을 편성하여 위 신청을 검토하였다. 그러

나 조사팀의 검토 결과, 피고는 아직 북부점박이 올빼미를 멸종위기동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결정이 자의적

이며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은 자연물인 올빼미 

와 환경단체인 원고의 원고적격에 대한 특별한 판단 없이, 원고적격을 전제

한 채 본안을 심리하였다.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어류및야생동물관리국이 북부점박이 올빼미의 멸종위기종 등록에 대한 검토

를 다시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어류및야생동물관리국이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관리국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전문가의 의

견만을 취사선택하였다고 보았다. 

(2) 원고적격이 부정된 사례

반면 Hawaiian Crow (`ALALA) v. Lujan 판결에서 법원은 자연물의 원고

적격을 부정하였다.204) 원고들은 하와이에서만 서식하는 까마귀 종인 알랄라

(Alala)와 환경보호단체이다. 하와이 섬에는 약 10마리의 알랄라가 살아있는 

202) Palila v. Hawaii Department of Land & Natural Resources, 852 F.2d 1106 
(9th Cir. 1988).

203) Northern Spotted Owl v. Hodel, 716 F. Supp. 479 (W.D. Wash. 1988).
204) Hawaiian Crow (`ALALA) v. Lujan, 906 F. Supp. 549 (D. Haw.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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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중 9마리는 하와이 섬 McCandless 농장에서 살고 있

었다. 연방정부는 멸종위기종법에 근거하여 알랄라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하

였고,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사유지인 McCandless 농장에 들어가려

고 하였으나 소유주의 제지로 실패하였다. 이에 환경보호단체(Hawaii 

Audubon Society, National Audubon Socitety)들은 원고 알랄라를 대리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연방정부가 알랄라 보호 계획을 제대로 이

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멸종위기종법의 시민소송 조항에 근거하여 하

와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사안에서 원고들은 자연물의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

고 주장하면서도205), 동물이 일방 당사자로서 명시된 Mt. Graham Red 

Squirrel 판결206), Palila 판결207), Northern Spotted Owl 판결208) 등을 인용하

여 알랄라의 원고적격을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는 알랄라가 멸종위기종법의 

시민소송 조항이 규정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반박하였다. 하와이 지방법원은 알랄라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하와이 

지방법원은 원고가 인용한 사례 중 자연물만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사

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자연물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근거가 없

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하와이 지방법원은 알랄라가 원고가 되어야 할 필요

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공동원고인 환경단체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원하는 구제 조치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

다. 나아가 하와이 지방법원은 멸종위기종법상 시민소송 조항의 문언상 사람

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와이 지방법원

은 원고 알랄라의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다만 환

경단체의 원고적격은 인정되었다. 

20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물의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

은 1995년에 선고되었다.
206) Mt. Graham Red Squirrel v. Yeutter, 930 F.2d 703 (9th Cir. 1991).
207) Palila v. Hawaii Dept. of Land Natural Resources, 852 F.2d 1106 (9th Cir. 

1988).
208) Northern Spotted Owl v. Hodel, 716 F. Supp. 479 (WDWash.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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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원은 공동원고인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연

물의 원고적격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한다. 

Citizens v. New England Aquarium 판결에서 법원은 이러한 논거를 보다 구

체적으로 설시하였다.209) 원고들은 돌고래 Kama와 이를 대리하는 동물보호

단체(Citizens to End Animal Suffering and Exploitation, the Animal Legal 

Defense Fund, Inc., Progressive Animal Welfare Society, Inc. 등)이다. 피고

는 뉴잉글랜드 수족관, 해군 등이다. Kama는 초음파 연구를 위하여 뉴잉글

랜드 수족관으로부터 해군으로 양도되었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해양 포유류 

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메사추세

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위 양도가 해양 포유류 보호법상 

취득에 해당하고, 취득을 위해서는 연방 상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피고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Kama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해양 

포유류 보호법상 취득 규정 등은 야생 해양 포유류에만 적용되는데 피고의 

양도행위는 이미 포획된 포유류에 대한 것이므로 연방 상무부 장관의 허가

가 불필요하다고 반박하였다.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은 돌고래 Kama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첫째, 법

원은 과거 자연물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었던 사례에서는 피고가 자연물의 원

고적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Alala 판

결210)과 같이 피고가 자연물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

은 원고적격을 부인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법원은 해양 포유류 보호법의 시

민소송 조항의 문언에 따라 원고적격을 해석하였다. 시민소송 조항은 ‘사람’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돌고래는 시민소송 조항에 근

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자연물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연방 민사소송법’(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은 개인의 소송능력을 주소지의 법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한편 메

사추세츠주법은 동물의 소송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209) Citizens v. New England Aquarium, 836 F. Supp. 45 (D. Mass. 1993).
210) Hawaiian Crow (`ALALA) v. Lujan, 906 F. Supp. 549 (D. Haw.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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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지방법원은 여러 판결례에서 동물을 소유자의 

재산으로 취급한다는 점을 근거로 동물의 원고적격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다. 

넷째, Alala 판결211)과 마찬가지로 공동원고인 환경보호단체가 승소하면 자

연물의 원고적격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 없이 자연물에 필요한 구체조치가 

시행된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자연물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돌고래에 대한 군실험이 문제된 사안에서 자연물인 돌고래

의 원고적격을 부인한 사안으로, Cetacean Cmty. v. Bush 판결212)이 있다. 

다만 항소법원은 자연물인 돌고래의 원고적격을 부인하면서도, ‘의회에서 동

물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3조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입법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시사하였다.

Ⅳ. 부정청구방지소송과 원고적격

부정청구방지소송(Qui-tam)은 미국의 연방부정청구방지법(Federal False 

Claims Act)에 근거한 소송이다. 부정청구방지소송은 “정부계약이나 정부지

출의 수혜 등 어떠한 형식으로든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예산이 지급된 경우, 

이를 인식한 시민이 정부를 대신하여 정부의 이름으로 위 계약자나 수혜자

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소송”213)을 의미한다. 부정청구방지소송은 

본질적으로 민사 소송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피

고에 대하여 일반 국민인 원고가 정부를 대리하여 그러한 손해를 배상할 것

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원고적격 심사

시에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을 검토하고 부정청구방지소송 자체에 공익적 성

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공법상 공익소송의 원고적격을 다루는 본 논문

에서도 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211) Hawaiian Crow (`ALALA) v. Lujan, 906 F. Supp. 549 (D. Haw. 1991).
212) Cetacean Cmty. v. Bush 386 F.3d 1169 (9th Cir. 2004).
213) 차상붕, “Qui tam action 제도”, 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4, 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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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부정청구방지법

원래 미국의 부정청구방지소송은 개별 법률에 마련된 규정에 근거하였다. 

이후 남북전쟁 시기 군수업자의 결함품 납품행위가 심해지면서 1863년 연방

부정청구방지법이 제정되어 단일한 법률에서 부정청구방지소송을 규율하게 

되었다.214)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기생적 부정청구방지소송이 증

가하였다.215) 기생적 부정청구방지소송은 다른 사람이 이미 제기한 소송에 

나타는 사실과 증거를 도용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고 그 보상금만을 지

급받는 소송이다.216) 이에 1943년 연방부정청구방지법이 개정되어 ‘부정청구

방지소송 제소 당시 정부가 그 기망행위의 일부라도 알고 있었을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로 인하여 부정청구방지소송 건

수 자체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217) 이후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정부에 대

한 납품계약 전반을 개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6년 연방

부정청구방지법과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소제기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는 방

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였다.218)

연방부정청구방지법상 부정청구방지소송은 ➀ 고의로 공무원 또는 정부 

고용원, 군대의 일원에게 지급 또는 승인을 받기 위하여 허위 또는 사기적 

주장으로 지급이나 승인을 청구하거나 청구하도록 유도한 자, ➁ 고의로 정

부로부터 허위 또는 사기적 주장에 대한 지불 또는 승인을 받기 위하여 허

위의 기록이나 진술을 제작, 사용하거나 또는 제작, 사용하도록 한 자, ③ 정

214) Berner, Nancy Gausewitz, The uninjured plaintiff: Constitutional standing of 
qui tam plaintiffs. University of San Francisco Law Review, vol.35, no.4, 2001, 
785쪽.

215) 전원열, “사인대행소송(Qui Tam action)의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법학 제62권 제1호, 2021, 168-170쪽.
216) 전원열, “사인대행소송(Qui Tam action)의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법학 제62권 제1호, 2021, 168-170쪽.
217) 전원열, “사인대행소송(Qui Tam action)의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법학 제62권 제1호, 2021, 170쪽.
218) 전원열, “사인대행소송(Qui Tam action)의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법학 제62권 제1호, 2021,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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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돈을 소유, 관리, 보관하고 있는 자로

자신이 받은 증명서와 영수증에 기재된 양보다 적은 양을 배달하거나 배달

되도록 한 자, ④ 정부가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물건의 영수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만들거나 배달할 권한이 있는 자로서 정부를 기망할 목적으로 영수

증상의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문서를 만들거나 배

달한 자, ⑤ 판매되거나 담보가 될 수 없는 공공재산에 대하여, 위 사실을 

알면서 공무원, 정부의 피용자 또는 군에 소속된 자로부터 공공재산을 사거

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⑥ 고의로 정부에게 금전이나 재산을 지불 또는 전

달하여야 할 의무를 감추거나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허위의 기록이나 

진술을 제작사용하거나 제작 사용하도록 한 자, ⑦ 위 ①부터 ⑥의 행위를 

공모한 자를 대상으로 제기한다(31 U.S. Code 제3729조 제a항).219)220) 부정

219) (a)Liability for Certain Acts.—
(1)In general.—Subject to paragraph (2), any person who—
  (A)knowingly presents, or causes to be presented, a false or fraudulent claim 

for payment or approval;
  (B)knowingly makes, uses, or causes to be made or used, a false record or 

statement material to a false or fraudulent claim;
  (C)conspires to commit a violation of subparagraph (A), (B), (D), (E), (F), or 

(G);
  (D)ha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of property or money used, or to be 

used, by the Government and knowingly delivers, or causes to be 
delivered, less than all of that money or property;

  (E)is authorized to make or deliver a document certifying receipt of property 
used, or to be used, by the Government and, intending to defraud the 
Government, makes or delivers the receipt without completely knowing that 
the information on the receipt is true;

  (F)knowingly buys, or receives as a pledge of an obligation or debt, public 
property from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Government, or a member of 
the Armed Forces, who lawfully may not sell or pledge property; or

  (G)knowingly makes, uses, or causes to be made or used, a false record or 
statement material to an obligation to pay or transmit money or property 
to the Government, or knowingly conceals or knowingly and improperly 
avoids or decreases an obligation to pay or transmit money or proper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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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지소송의 원고는 관련자(relator)라 칭하는데, 원고는 피고의 위반행위

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만약 관련자가 이미 공개된 정보에 근

거하여 소를 제기할 경우, 원고는 위와 같은 정보의 출처가 자신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221) 

원고인 관련자가 부정청구방지소송을 제기하면 법무부는 60일의 기간 내

에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에 참가할 것

인지를 결정한다.222) 법무부가 소송에 참가하면 법무부는 관련자로부터 소송

을 수계받아 원고의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부는 관련자의 기존 소송행위에 

the Government, is liable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or a civil 
penalty of not less than $5,000 and not more than $10,000, as adjusted by 
the Federal Civil Penalties Inflation Adjustment Act of 1990 (28 U.S.C. 
2461 note; Public Law 104–410 [1]), plus 3 times the amount of damages 
which the Government sustains because of the act of that person.

(2)Reduced damages.—If the court finds that—
  (A)the person committing the violation of this subsection furnished officials of 

the United States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false claims violations with 
all information known to such person about the violation within 3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defendant first obtained the information;

  (B)such person fully cooperated with any Government investigation of such 
violation; and

  (C)at the time such person furnished the United States with the information 
about the violation, no criminal prosecution, civil ac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had commenced under this title with respect to such violation, and 
the person did not have actual knowledge of the existence of an 
investigation into such violation, the court may assess not less than 2 
times the amount of damages which the Government sustains because of 
the act of that person.

(3)Costs of civil actions.—
A person violating this subsection shall also be liable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or the costs of a civil action brought to recover any such penalty 
or damages.

220) 박민영, “미국의 Qui Tam 소송에 관한 연구”, 청주법학 제22권, 2004, 37쪽.
221) Rockwell International Corp. v. United States, 549 U.S. 457 (2007).
222) 31 U.S. Code 제3730조 제b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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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관련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를 취하하거나 피고와 합의할 수 있다.223) 반면 법무부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는 스스로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위와 같이, 법무부가 참

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가 피고와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자는 법

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24) 

원고가 일부 또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정부가 피고로부터 손실금을 환

수하는 경우, 관련자는 그 기여정도에 따라 환수액의 15-25%에 상당하는 금

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225) 정부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자 

스스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보상금의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226) 반면 소송에

서 문제된 불법행위에 관련자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의 비율이 감소

하고, 관련자의 형사상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자로서 소를 제기할 자격

이 박탈된다. 한편 부정청구방지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므로, 

관련자가 승소하는 경우 관련자는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

다.227)

법원은 종래 연방부정청구방지법상 개별규정 자체만으로 원고적격을 인정

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으나,228) 이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원고적

격 인정요건을 중심으로 원고에게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심사한

다.229)

223) 31 U.S. Code 제3730조 제c항 (2).
224) 31 U.S. Code 제3730조 제b항 (1).
225) 31 U.S. Code 제3730조 제d항 (1), (2).
226) 31 U.S. Code 제3730조 제d항 (1), (2).
227) 31 U.S. Code 제3729조 제a항, 제3730조 제d항 (1).
228) US Ex Rel. Weinberger v. Equifax, 557 F.2d 456 (5th Cir. 1977); Public 

Interest Bounty Hunters v. Bd. of Governors, 548 F. Supp. 157 (N.D. Ga. 
1982).

229) US Ex Rel. Stillwell v. Hughes Helicopters, Inc., 714 F. Supp. 1084 (C.D. 
Cal. 1989); US Ex Rel. Burch v. Piqua Engineering, Inc., 803 F. Supp. 115 
(S.D. Ohio 1992); US Ex Rel. Truong v. Northrop Corp., 728 F. Supp. 615 
(C.D. C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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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규정에 근거한 원고적격

연방부정청구방지법상 제소규정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한 대표적인 판

결로 US EX rel. Weinberger v. Equifax Inc. 판결을 들 수 있다.230) 원고는 

연방부정청구방지법에 근거하여 정부를 대리하여 정보제공 회사인 피고 

Equifax Inc.가 정부에 청구한 서비스 비용에 관한 부정청구방지소송을 제기

하였다. 항소법원은 연방부정청구방지법상 ‘부정청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개별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였을 

뿐,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Public Interest Bounty Hunters v. Board fo Governors 판결에

서 연방부정청구방지법상 보상금수령규정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하기도 

하였다.231) 원고는 공익단체인 Public Interest Bounty Hunters232)로, 연방부정

청구방지법에 근거하여 피고인 연방은행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소외 금융기

관에서 행해지고 있던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조사하도록 명령하는 집무집행

영장(writ of mandamus)를 발급받고자 하였다. 항소법원은 연방부정청구방지

법상 보상금수령규정의 취지가 일반시민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데 있다

고 보았다. 즉 보상금수령규정은 일반 시민에게 소를 제기할 이익을 부여하

여, 일반시민이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의 

근거를 제공한다. 다만 항소법원은 전술한 Weinberger 판결233)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상금을 수령할 이익이 원고의 사실상의 손해를 구성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230) US Ex Rel. Weinberger v. Equifax, 557 F.2d 456 (5th Cir. 1977).
231) Public Interest Bounty Hunters v. Bd. of Governors, 548 F. Supp. 157 (N.D. 

Ga. 1982).
232) 다만 항소법원은 해당 단체가 ‘명목상의 원고’(instrumentality)에 불과하고 에

드윈 프레드릭 로버트 고든 재단의 도구이며, 재단의 설립자인 고든 박사가 수

탁자(trustee)이자 진정한 원고라고 보았다.
233) US Ex Rel. Weinberger v. Equifax, 557 F.2d 456 (5th Cir.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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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상 손해의 심사

이후 법원은 종래 연방부정청구방지법상 개별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던 태도를 변경하여,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사실상의 손해가 있

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헌법상 원고적격의 인정요건에 관한 일반

론을 기초로 원고적격을 판단한 대표적인 판결로 US Ex rel. Stillwell v. 

Hughes Helicopters 판결234)이 있다. 원고 Stillwell235)은 피고 Hughes 

Helicopters 주식회사의 피용자로, 피고가 정부와의 방위산업계약에서 과다한 

청구를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들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일

반적인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을 기준으로 원고적격을 심사할 경우 원고의 

원고적격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종래 판례에 따라 연방부

정청구방지법에 근거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된다면, 연방부정청구방지법이 위

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제3자의 부정청구로 인하여 사실상 손해를 입은 자

는 미국 정부가 되므로, 관련자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사실상 손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법원은 연방부정청구방지법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서,236) 부정청구방지소송에서 관련자의 원고적격 또한 일반적인 헌법상 요건

234) US Ex Rel. Stillwell v. Hughes Helicopters, Inc., 714 F. Supp. 1084 (C.D. 
Cal. 1989).

235)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관련자의 지위에서 소를 제기한 자이다.
236)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적격 이외에 다음을 근거로 연방부정청구방지법의 위

헌성을 주장하였다. 피고는 ① 1984년 연방부정청구방지법이 일반 시민과 사법

부에 소송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부가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규율할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② 부정청구방지소송을 수행할 공무원을 선발

하는 권한은 행정부에 있음에도 의회가 연방부정청구방지법을 통하여 부정청구

방지소송을 수행할 관련자를 지정함으로써 헌법 제2조에서 보장하는 행정부의 

임명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연방부정청구방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

장하였다. 이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연방부정청구방

지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①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은 연방부정청구방

지법의 각 규정을 통해 행정부는 부정청구방지소송에 충분한 통제력을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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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심사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지방법원은 헌법

상 원고적격의 요건을 심사하면서, 관련자인 원고에게 사실상의 손해가 인정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지방법원은 앞서 살펴본 Public Interest 

Bounty Hunters 판결237) 등 기존 판례를 인용하면서, 연방부정청구방지법의 

보상금수령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를 실질적인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로 본다

고 판시하였다. 둘째, 지방법원은 설령 연방부정청구방지법의 보상금수령규

정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논증에 비추어 사실상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

고 보았다. 즉 피고의 피용자인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제

소하지 않고 피고의 위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사안과 같이 피고의 기망행위를 

제소하는 두 가지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전자의 경우 원고가 기망행위

의 공범으로 제소당할 위험이, 후자의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복성 해고

를 당하고 재취업에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 지방법원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사실상의 손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법원은 US Ex rel. Burch v. Piqua Engineering Inc. 판결에서 단순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연방부정청구방지법에 의하면 소송을 시

작한 관련자는 정부에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60일 동안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 뒤 소송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소

송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면 소송의 주체는 관련자에서 정부로 변경되고, 정부는 

관련자의 소송행위에 구속되지 않는다. 나아가 정부는 관련자의 이의에 관계없

이 피고와 합의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등 임의로 소송을 종료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부가 부정청구방지소송을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연방부정청구방지법에 마

련되어 있으므로, 지방법원은 연방부정청구방지법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

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②와 관련하여, 지방법원은 부정청구방지소송을 제

기하는 관련자에게는 제한된 권한만이 인정되며, 공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직책이 수여되는 것도 아니며 정부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지도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관련자는 헌법 2조에서 행정부에게 부여한 임명권의 대

상이 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법원은 의회가 관련자를 지정

하도록 한 연방부정청구방지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37) Public Interest Bounty Hunters v. Bd. of Governors, 548 F. Supp. 157 (N.D. 

Ga.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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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부정청구방지법상 보상금을 수령할 동기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개별 사안을 살펴 사실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원고적격을 

판단하였다.238) 원고는 미사일 기폭장치 제조업체인 Piqua Engeineering 주식

회사가 군수품 납품시에 검사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으며, 군

수품이 품질조건을 충족하였다고 거짓으로 인증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연방

부정청구방지법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오하이오주 지방법원은 헌법상 원고적격 일반론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판

단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연방부정청구방지법의 보상금수령규정으로부터 원

고적격을 도출한 기존 법원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부정청구방지소송을 제기

하는 원고는 모두 합의나 승소 판결을 통해 피고로부터 일정한 배상 또는 

보상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오하이오주 지방법원은 이러한 일

반적인 기대이익만으로는 사실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헌법상 원고적격 

일반론에 대한 개별 심사를 통해 사실상 손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사안에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등의 불이익

을 입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한 사실상의 손해를 인정하여 원고적격을 긍정

하였다. 

그러나 위 Burch 판결239)이나 Stillwell 판결240)과 달리 US Ex rel. Truong 

v. Northrop Corp 판결에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원고가 해고당할 위험성

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241) 다만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정부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증명된다면, 원고에게 사

실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증명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242) 원고는 

피고의 임직원과 고용인이 허위 기록과 허위 진술, 주요 사실관계의 누락 및 

238) US Ex Rel. Burch v. Piqua Engineering, Inc., 803 F. Supp. 115 (S.D. Ohio 
1992).

239) US Ex Rel. Burch v. Piqua Engineering, Inc., 803 F. Supp. 115 (S.D. Ohio 
1992).

240) US Ex Rel. Stillwell v. Hughes Helicopters, Inc., 714 F. Supp. 1084 (C.D. 
Cal. 1989).

241) US Ex Rel. Truong v. Northrop Corp., 728 F. Supp. 615 (C.D. Cal. 1989).
242) US Ex Rel. Truong v. Northrop Corp., 728 F. Supp. 615 (C.D. C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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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 등을 통하여 B2 스텔스 폭격기의 설계와 생산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

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원고가 해고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

실상의 손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종래 법원의 태도(Burch 판결243))

를 비판하였다. 위와 같은 위험성은 구체적인 손해가 아닌 추상적인 손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손해

를 입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관련자는 정부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관련자 스스로에게 발생한 사실상 손해

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사안에서 법원은 정부에 대한 구체

적이고 식별가능한 불법적 청구가 증명되었으므로, 원고 스스로에게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적격을 인정하

였다.

이처럼 법원은 종래 견해와 달리 연방부정청구방지법상 개별규정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면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사

실상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특히 위 Truong 판결244)

에서 법원은 정부의 사실상 손해만으로 관련자인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

였다. 이와 같은 판시는 연방부정청구방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원고적

격 일반론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43) US Ex Rel. Burch v. Piqua Engineering, Inc., 803 F. Supp. 115 (S.D. Ohio 
1992).

244) US Ex Rel. Truong v. Northrop Corp., 728 F. Supp. 615 (C.D. C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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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영국와 미국에서 사인의 공익적 소제기가 다수 목격되는 지점이 납세자소

송과 환경소송이다. 영국 최고법원은 과세행위를 다투는 것 자체가 공익적 

목적이라는 전제에서,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정도의 관련성만으로도 납세

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세금을 납부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영국 최고법원보다 납세자

소송의 원고적격을 좁게 인정한다.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는 손해가 구체적이고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오로지 납세자의 지위에서 

납부한 세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사실상의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단지 일반적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논리이다.

환경소송의 경우 영국 최고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은 원고적격 인정범위

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영국 최고법원은 환경소송에서 충분한 이익을 

심사하여 원고적격을 판단하면서도 소송의 공익적 성격, 원고 및 원고 단체

의 환경소송수행 능력, 원고가 환경단체일 경우 원고 소속 회원의 이익, 사

안을 다툴 다른 적절한 원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적격

을 폭넓게 인정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0년대 SCRAP 판결245) 등에서 

원고적격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으나, LujanⅠ 판결246)을 통해 무제한적인 원

고적격 인정범위 확대 경향에 제동을 걸었다. LujanⅠ 판결에서 연방대법원

은 장래에 막연하게 해당 지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는 해당 지역의 환경침해로 인한 사실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

존 판례보다 원고적격의 인정범위를 축소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Lujan

Ⅰ 판결은 원고적격의 범위를 좁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LujanⅠ 판결

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당해 소송에서 문제되는 지역에 방문하여 환경을 오

락적으로 이용하였거나 방문 및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등의 

245) United States v. Students Challenging Regulatory Agency Procedures, 412 U.S. 
669 (1973).

246)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504 U.S. 555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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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만을 증명하면 법원은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이처럼 원고적격의 범위를 

일정부분 축소하였다고 평가받는 LujanⅠ 판결조차,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의 

증명을 요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247)에 비하면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

한다. 

한편 단체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단체의 구성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단체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단체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는 경우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영국 최고법

원도 단체가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단체의 재정적, 전문적 능력, 단체의 

설립목적과 활동이력, 단체 외에 사안을 다툴 적절한 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이처럼 환경훼손, 세

금의 부적절한 사용과 같이 불이익이 대중에 분산되어 있고 손해를 특정하

기 어려운 경우, 영국와 미국은 단체의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하여 단체를 

통해 문제상황을 다툴 길을 열어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사인의 공익적 소제기를 중심으로 영국과 미국 법원이 어떠

한 법리를 통해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장하고 제한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하 

제3장에서는 법무부 장관, 주, 의회 등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

한 경우를 다룬다.

247)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
두33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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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공기관의 공익을 위한 소제기

제1절 영국

영국의 법무부 장관은 관련자소송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통해 시민을 대신

하여 공익적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익의 수호자로서 법무부 장관의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한편 공공기관(public authorities)1)의 경우 

독자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나, 1972년 지방자치

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이 폭넓게 허용되었다. 

Ⅰ. 법무부 장관의 원고적격

영국의 법무부 장관은 군주의 법률대리인(legal representative)으로 ‘군주의 

이익을 위하여’(qua Sovereign), ‘법률적 능력이 없는 시민을 대신하여 소송

을 제기하고 참여하는 역할’(qua parens patriae)을 수행한다.2) 법무부 장관은 

일반 대중에게 해를 입히는 불법행위, 공익재단과 자선재산의 운영 등을 관

할하여 시민을 대신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정부가 고속도로와 수로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사법상 재산적 이익에까지 법무부 장관의 

관할이 미치게 되었다.3) 법무부 장관은 공익의 수호자로서 일반 대중에 대

한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과도한 권한 사용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다.4) 

 1) ‘public authorities’를 공공기관으로 번역하였으나, 영국은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영국의 ‘public authorities’는 행정주체와 행정

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2)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09, 

763쪽.
 3)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09, 

763-764쪽.
 4)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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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에게 일정한 이익이 인정되기 어려워 스스로의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않지만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위반을 막기 위하여 명령판결, 선

언판결 또는 양자 모두를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인은 공익의 수호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소를 제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5) 법무부 장관이 위 신

청을 받아들여 제기하는 소송이 관련자소송이다. 통상적 구제인 명령판결과 

선언판결은 기본적으로 사적 권리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나, 

관련자소송을 통해 명령판결과 선언판결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구제제도

로 기능한다.6) 이처럼 법무부 장관은 관련자소송을 통해 공익의 수호자로서 

법정에서 공익을 대변하게 된다.7)

1. 관련자소송

법무부 장관은 사인의 신청으로 관련자의 지위를 갖게 되고, 신청의 내용

을 고려하여 관련자소송의 개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 관련자소송의 원

고는 법무부 장관이므로, 법무부 장관의 동의가 없다면 관련자소송은 개시될 

수 없다.8) 이처럼 관련자소송의 신청에 대한 동의 권한은 오직 법무부 장관

에 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관련자소송을 청구하였다

면, 법원은 관련자소송에 적합한 사건인지를 문제 삼을 수 없고 법무부 장관

의 원고적격을 부인할 수 없다.9) 한편 관련자소송은 통상 공공기관이 권한

764쪽; Attorney General v PYA Quarries Ltd. [1957] 2 Q.B. 169, CA; Attorney 
general v Manchester Corp [1906] 1 Ch. 643 Ch D; Attorney General v Fulham 
Corp [1921] 1 Ch. 440 Ch D; Attorney General v Smith [1958] 2 Q.B. 173 at 
185.

 5) Burton A. Weisbrod, Joel F. Handler, Neil K. Komesar, Public Interest Law: 
An Economic and Institutional Analysis, Univ of California Press, 2021, 527쪽.

 6)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492쪽.

 7) De Smith･Woolf･Jowell･Hare, De Smith's Judicial Review, 8th edition, Thomson 
Reuters, 2018, 2-014, 76쪽.

 8)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09, 
7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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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월한 경우, 사인 및 사적 단체가 공법을 위반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해

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기된다. 대표적인 예가 지방세납세자의 신

청으로 법무부 장관이 관련자소송을 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내역이 

타당한지를 다투는 소송유형이다.10)11)

London Country Council 판결에서, 런던시의회(London Country Council)는 

전차 회사를 구입하는 한편 해당 회사가 운영하던 버스 사업을 함께 인수하

였다.12) 이에 경쟁자 버스 사업체의 소유자는 그들이 지방세납세자라는 점을 

내세워 법무부 장관에게 시의회의 버스 운영에 대한 명령판결을 제소할 것

을 신청하였다. 법무부 장관은 위 신청에 동의하여 관련자소송을 청구하였

다. 이에 최고법원의 맥나튼(MacNaghten) 대법관은 소송의 개시, 그리고 법

무부 장관이 진행하기에 적절한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의 

관할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판시하며 관련자소송의 제소 여부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독점적인 결정재량을 인정하였다.13)

Crayford Urban District Council 판결에서, ‘Crayford 구의회’(Crayford 

Urban District Council)는 구가 운영하는 주택개발단지의 임차인을 위한 단

체보험을 보험사와 체결하였다.14) 이에 경쟁 보험사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이 지방세납세자라는 점을 들어 위 계약의 적법성을 다투는 관련자소송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외견상 경쟁 보험사 스스로의 이익을 위

한 신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청에 동의하여 관련자

소송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경쟁 보험사의 노동조합이 단순히 그들 스스로의 

 9) London country Council v A-G [1902] AC 165.
10)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493쪽; London country Council v A-G [1902] AC 165.
11) 이를 지방세납세자소송(ratepayer's action)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493쪽.
12) A-G v. London County Council [1907] UKHL 1000.
13) “The initiation of the litigation,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question whether it 

is a proper case for the Attorney-General to proceed in, is a matter entirely 
beyond the jurisdiction of this or any other court.”

14) A-G v. Crayford Urban District Council [1962] Ch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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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위하여 관련자소송을 신청하였다면 관련자소송의 제소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심을 표하면서도, 관련자소송을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결정 및 

그의 원고적격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법원에 없다고 보았다.15)

2. 제정법상 제재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정법상 제재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관련자소송으로 명령판결 또는 선언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다. 최고법원은 제재규정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제재를 

대체하거나 제재에 더하여 명령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관련자소송에

서 법무부 장관의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한다.16) 특히 제정법상 처벌규정으

로는 반복적인 법률위반을 적절하게 제지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관

련자소송을 통해 법률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17)

Smith 판결에서, 피고는 도시및농촌계획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그의 토

지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였다.18) 피고는 도시및농촌계획법에 따른 벌금 납

부를 거부하였고, 벌금 미납을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런데 위 처벌에 

더하여 ‘지역계획을 담당하는 관할행정청’(local planning authority)은 법무부 

장관에게 토지의 불법적인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판결을 제소할 것을 신청하

였다. 신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관련자소송을 제소하였고,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여 명령판결을 내렸다. 

동일한 취지로 Chaudry 판결에서, 데닝 대법관은 고등법원(High Court)이 

명령판결, 선언판결, 또는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을 통해 법을 집행할 권한을 

보유한다고 판시하였다.19)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예방에 대한 증명서 

15) 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도, Crayford 구의회의 단체보험 

체결행위가 적법하다고 보아 법무부 장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6) Wade･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 11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496쪽.
17) A-G v. Harris [1961] 1 Q.B. 74.
18) A-G v. Smith [1958] 2 Q.B. 173 at 185.
19) A-G v. Chaudry [1971] 1 WLR 1614; “the High Court always has reserve 



- 144 -

없이 숙박업을 운영한 호텔의 소유자를 기소하는 한편 호텔의 영업을 금지

하는 관련자소송(명령판결)의 제소를 법무부 장관에 신청하였다. 이에 법원

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심각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 장관의 명령판결 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자소송은 제정법상 규정으로 반복적인 법률위반을 적절하게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에의 신

청, 신청에 대한 동의와 소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시

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20) 

Ⅱ. 공공기관의 원고적격

1. 도입

과거 영국 법원은 공공기관의 원고적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공공기

관은 기관 자체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 등 특별한 손해가 있거나 법령상 의

무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야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없이도 독자적인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21) 이러한 제한적인 법원의 접

근방식에 대응하여, 입법자는 1972년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 제

222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행정기관의 원고적격을 인정

하였다. 한편 인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유럽인권협약 제34조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지방자치법

power to enforce the law so enacted by way of an injunction or declaration or 
other suitable remedy.”

20) 위 판결과 같은 문제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대집행제도, 이행

강제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예를 들어 건축법 제79조, 제
80조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행정청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위법한 토

지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Devonoirt Corp v Tozer [1903] 1 Ch. 759, CA; Attorney General v Pontypriad 

Waterworks Co [1909] 1 Ch. 388;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Sweet & Maxwell, 2016, 25-010, 764-7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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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권법에서 각 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검토한다.

2. 지방자치법과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22조에 따르면 지방행정기관22)은 지역주민의 이익증대 또

는 이익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제222조 

제1항). 이에 지방행정기관은 관할 내 거주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증

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그들 스스로의 명의로 법무부 장관 

없이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처럼 영국은 지방자치법 제222조 제1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행정기관의 원고적격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다.23) 

최고법원은 Stoke-On-Trent City Council v B&Q (Retail) Ltd. 판결에서 시

의회가 피고 상점의 법위반을 제재하는 것도 다른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

고 증진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의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

다.24) 사안에서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2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의 상

점법 위반에 따른 금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1950년 제정된 상점법

(Shops Act 1950)에 따라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상점들은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25) 피고가 상점법을 위반하여 일요일에도 영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이다. 최고법원은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상점법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지방자치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가 관할 내에서 발생한 

22) 영국은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영국의 ‘local 
public authorities’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23) 사법심사청구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사법심사청구소송의 객관소송적 성격

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고유한 이익에 의거해서도 행정소송의 원고적

격이 인정된다. 이처럼 영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행정소송의 기회가 매우 

넓게 부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로,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

와 기능, 박영사, 2011, 333-334쪽.
24) Stoke-on-Trent City Council v B & Q (Retail) Ltd. [1984] UKHL J0517-2.
25) 1950년 상점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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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을 제재하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보았다.26) 

한편 City of London Corporation v Bovis Construction Ltd. 판결에서, 원

고 런던시 법인은27) 시의회가 제정한 고시에 위반하여 소음공해를 유발한 

피고 Bovis사를 상대로 금지명령을 신청하였다.28) 사안에서 원고는 런던시민

들이 소음공해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한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최고법원은 지방행정기관이 신청한 금지명령에 

관하여 (1) 금지명령 발급은 매우 신중하고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2) 

신청의 목적이 지역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어야 하고 

(3) 금지명령을 발급하지 않으면 피고의 위법행위가 계속될 것이며 금지명령

이 위법행위를 중지시키는데 효과적인 수단이어야 한다는 등의 판단기준을 

설시하면서, 원고적격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원고적격을 전제하여 제1심

의 금지명령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인권법과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유럽인권협약상 권리의 침해를 원인으로 인권법에 근거하여 

사법심사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유럽인권협약의 피해자에 해당하여

야 한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순수한 공공기관은 유럽인

권협약 제34조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유럽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유

럽인권협약 제34조의 ‘단체 혹은 비정부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다하기 

때문이다.29) 따라서 피해자 지위에 관한 유럽인권위원회의 판결례에 따를 

26) Stoke-on-Trent City Council v B & Q (Retail) Ltd. [1984] UKHL J0517-2 [5].
27) 원고 런던시 법인은 런던시, 런던시의회, 런던시장 등 지방행정기관으로 구성된 

법인이다. 
28) City of London Corporation v Bovis Construction Ltd. [1992] 3 All ER 697.
29) 이러한 유럽인권위원회의 태도가 반영된 판결로 Danderyds Kommun v. 

Sweden, Decision of 7 June 2001; Province of Bari, Sorrention and Messeni 
Nemagna v Italy, Decision of 22 March 2001; Ayuntamiento de Mula v Spain, 
Decision of 1 February 2001; Austria Municipalities v Austria (1974) 17 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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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일반적인 공공기관은 인권법에 근거한 사법심사청구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다만 국가가 민간기업 혹은 민간에 공적 역할을 위탁하는 ‘복

합 공공기관’(hybrid public authorities)의 경우가 문제된다. 이들이 공적 역할

을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인권협약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피해자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Aston Cantlow Parochial Church Council v Wallbank 판

결30)에서 영국 최고법원은 협약상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공공기관은 그 본질

이 정부기관인 단체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대법원은 복합 공공기관의 

경우 공적인 역할과 공적이지 않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므로 유럽

인권협약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

다. 사안에서 원고 ‘교회 교구 평의회’(prochial church council)는 순수한 공

공기관이 아니며, 원고는 피고에게 교회 수리비를 지불하라는 사적인 채무를 

청구하였다. 이에 최고법원은 원고를 협약상의 피해자로 인정하였다.31)

338, 352.
30) Aston Cantlow Parochial Church Council v Wallbank [2003] UKHL 37.
31) 복합 공공기관의 협약상 피해자 인정 여부를 긍정한 다른 판결로 다음을 참조. 

Johnson v London Borough of Havering [2008] Q.B. 1, para 75; [2008] 1 AC 
95;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v United Kingdom (1996) 21 EHRR CD 
93; Brass Broadcasting Corporation Scotland, McDonald,Rodgers and Donald v 
United Kingdom (1997) 25 EHRR CD 179; Radio France v France, Decision of 
29 September 2003. 83 See para 22.53 below. 84 (1978) 2 EHRR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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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

Ⅰ. 주32)의 원고적격

연방대법원은 사적 주체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 심사를 통해 

주의 원고적격을 판단한다. 주는 사적 주체처럼 스스로 재산을 소유하기도 

하지만, 사적 주체와 달리 주에 소속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지위에 있고 

연방제 하에서 미약하나마 일정한 주권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주의 다

양한 지위에 비추어 주가 보유하는 이익의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가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주가 주장할 수 있는 이익

은 크게 재산적 이익, 주권적 이익, 준주권적 이익의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째, 사적 주체와 마찬가지로 주는 재산적 이익을 보유하므로, 주가 재산적 

이익에 대한 사실상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 사적 주체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33)34) 둘째, 주권적 이익이란 군사, 영토 등 주

권(soveriegn)에 기초한 주의 이익을 말한다. 연방대법원은 Massachusetts v. 

Mellon 판결35)에서 원칙적으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주권적 이익의 침해

를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주와 주 

사이의 경계분쟁에 대한 연방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고적

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36) 셋째, 준주권적 이익은 주가 주에 

소속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하는 이익을 말한다. 연방대법원은 주가 

주민의 복지가 문제된 상황에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준주권적 이익의 

32) 주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사인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제3장에서 함께 논의한

다.
33) 이미 Georgia v. Brailsford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재산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

하여 주가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을 판시한 바 있다.
34) Alfred L. Snapp & Son, Inc. v. Puerto Rico Ex rel. Barez, 458 US 592 

(1982).
35) Massachusetts v. Mellon 262 U.S. 447.
36) Alfred L. Snapp & Son, Inc. v. Puerto Rico Ex rel. Barez, 458 US 59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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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다.37) 예컨대 주는 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주

민에게 해가 되는 공해를 제거하기 위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주의 준주권적 이익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결례를 살펴보고, 주의 

원고적격 심사에 관한 법원의 특별한 배려 및 관련 사례를 검토한다.

1. 주의 준주권적 이익

종래 연방대법원은 주가 시민과의 관계에서 마치 부모처럼 시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국친사상(parens patriae)과 주의 경찰권에 근거하여 주의 원고적

격을 인정하였다.38) 예컨대 주와 시민단체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

한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공적 비용을 보전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시민이익의 보호자라는 입장에서 주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39) 다만 원고 

시민단체의 원고적격은 부정되었다. 나아가 다른 주에 위치한 사기업의 유해

가스배출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주의 경찰권에 근거하여 주의 원고적격을 인

정하기도 하였다. Georgia v. Tennessee Copper CO.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주는 준-국가(quasi sovereign)적 단체에 해당하며 주 경계 내의 토지와 대기

에 대한 배타적인 이익을 지닌다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이익 또한 주의 원

고적격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40)

Alfred L. Snapp & Son, Inc. v. Puerto Rico Ex rel. Barez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주의 원고적격 인정요건을 상세하게 판단하였다.41) 원고 푸에르토

37) Alfred L. Snapp & Son, Inc. v. Puerto Rico Ex rel. Barez, 458 US 592 
(1982).

38) Anon, “An Abdication Approach to State Standing”, Harvard law review, vol. 
132, 2019, 1303쪽; Coffee, John C., Jr., “‘When Smoke Gets in Your Eyes’: 
Myth and Reality about the Synthesis of Private Counsel and Public Client.”, 
The De Paul Law Review, vol. 51, no. 2, 2001.

39) McClendon v. Georgia Department of Community Health, 261 F.3d 1252 (11th 
Cir. 2001).

40) Georgia v. Tennessee Copper CO., 206 U.S. 2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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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코 자치령42)은 버지니아의 사과 농장주를 상대로, 피고가 푸에르토리코 출

신 노동자들을 차별하여 연방법43)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들어 소를 제기하였

다. 원고는 피고가 푸에르토리코 출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국 노동자 우선고용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주와 자치령도 Data Processing 

판결로 확립된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적격을 긍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원고의 준주권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

단하였다. 첫째, 원고는 소속 주민이 불법적인 차별조치로부터 불이익을 받

는 것을 방지할 준주권적 이익을 보유한다. 둘째, 원고는 피고 농장주의 고

용관련법률 위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특별한 준주권적 이익을 보유한다. 

연방대법원은 피고 농장주의 고용 차별 행위는 원고의 위와 같은 준주권적 

이익을 침해하였고,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인 사실상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았

다.44) 이 사건은 주와 자치령도 헌법상 원고적격을 충족하면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다. 이러한 입장에 

더해, 연방대법원은 Massachusetts 판결45)에서 주의 원고적격 인정을 위한 

심사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2. 특별한 배려의 원칙

41) Alfred L. Snapp & Son, Inc. v. Puerto Rico Ex rel. Barez, 458 US 592 
(1982). 주가 사인을 상대로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로, 
피고가 사인인 만큼 항고소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은 행정소송과 민

사소송 절차를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고, 준주권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주의 원고적격을 잘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소개한다.  
42) 미국 연방은 50개의 주와 14개의 자치령 그리고 워싱턴 D.C.로 구성되어 있다. 
43) 1933년 제정된 Wagner Pesyser 법, 이민국적법, 그리고 연방 외국인노동자 허

가 규정 등.
44) Alfred L. Snapp & Son, Inc. v. Puerto Rico Ex rel. Barez, 458 US 592 

(1982).
45) Massachusetts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549 U.S. 49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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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achusetts 판결에서는 주의 원고적격에 대한 심사의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특별한 배려’(special solicitude)의 원칙이 제시되었다.46) 메사추세츠주

를 포함하는 다수의 주와 환경단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야기하는 새로운 종류

의 차량이 출시되자, 대기청정법(the Clean Air Act)에 근거하여 환경보호국

에 위 차량의 온실가스배출을 규제하는 규제제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환경

보호국은 대기청정법이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규제를 발할 권한을 환경보호

국에 부여하지 않고,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하

지 않은 시점에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

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거부가 자동차에 대한 환경보

호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의무를 정한 대기청정법 제202조에 위반된다는 점

을 들어 연방정부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47) 

연방대법원은 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하여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

에서 주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특히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은 원고적격 심

사시에 메사추세츠주는 특별한 배려를 받는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였

다. 스티븐스 대법관은 주의 주권적 권리의 상실을 들어 왜 주가 특별한 배

려를 받는지를 설명한다. 첫째, 연방에 가입하면서 주는 이웃의 침해로부터 

손해를 회복할 능력을 일정 부분 상실한다. 둘째, 연방 헌법은 주가 외국과 

교섭할 권한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주는 외부의 침해로부터 주에 소속된 주

민을 보호할 수 없다. 셋째, 연방은 주 경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주

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주의 주권적 권리를 연방에 이전하여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주가 종래 보유한 주권적 권리의 상

당수는 연방정부로 이전되었다. 이에 연방정부는 주와 주에 주민의 이익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주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연방정부가 사안처럼 

주와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스스로의 주권적 특권을 상실한 주는 연

방정부를 상대로 효과적으로 주와 주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이에 

46) Massachusetts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549 U.S. 497 (2007).
47) 항소법원은 환경보호국의 재량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

고는 상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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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스 대법관은 주가 특별한 배려를 받아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할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48) 

헌법상 원고적격의 요건 중 사실상 손해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주가 

토지소유자의 지위에서 사실상 손해를 입는다고 보았다. 메사추세츠주는 해

안 토지의 소유자로, 만약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토지가 포락될 가

능성이 있으므로, 토지가 포락될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스티븐스 

대법관은 해수면 상승이 없었더라면 메사추세츠주가 취득하였을 토지를 ‘몇 

세기 내에 발생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미래에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장래 2차 손해를 입을 위험도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인과관계와 회복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은 인

류의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 그리고 환경보호국의 규제 불이행과 메사

추세츠주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하여 피고

는 환경보호국이 규제신청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 

단지 일부분만이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스티븐스 대법관은 

승소 판결에 따라 환경보호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한다면, 판결 이후 사

후적으로 발생할 메사추세츠주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회복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손해의 급박성, 인과관계와 회복가능성을 심

사함에 있어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비판하였다.49) 반대의견

은 다수의견이 손해로 판단한 토지의 포락은 과거에 발생한 손해이지만, 판

결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손해는 미래에 발생할 토지의 포락이기 때문에 

회복가능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인과관계의 심사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사안에서 주는 

행정청의 부작위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고, 단지 행정청의 부작위가 

48) Stephen G. Breyer 외,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8th Edition, 
Wolters Kluwer, 2017, 847쪽; Peter L. Strauss 외, Administrative law, 12th 
Edition, Foundation Press, 2018, 1355쪽.

49) Anon, “An Abdication Approach to State Standing”, Harvard law review, vol. 
132, 2019, 1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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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뿐인데 다수의견이 손쉽게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설의 비판도 존재한다. 

첫째, 연방대법원이 주의 원고적격 심사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해야 하는

지 특별한 배려의 정도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연방대법원은 주가 

원고적격 심사시에 특별한 배려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배려의 정도를 짐작할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는다. 특히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특별한 배려에 

관한 일반론을 설시하면서도, 메사추세츠주가 토지소유자로서 일반적인 사인

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시하였다.50) 

사안에서는 메사추세츠주의 토지소유자 지위가 문제되었다는 점도 비판의 

근거가 된다. 연방대법원은 주의 준주권적 지위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특별한 

배려가 적용된다고 설시하였지만, 사안에서는 토지소유로 인한 재산적 손해

가 원고의 사실상 손해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이중적 

태도로 인하여, 판결만으로는 특별한 배려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

으로 적용되는지, 심사기준이 어느 정도로 완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없다.51)

둘째, 주정부가 연방법의 집행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연

방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주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

해가 있다.52) 주의 법무 장관은 연방정부의 법집행을 특별히 통찰할 이해관

계가 없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배려를 통해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위 견해는 연방정부가 주의 법집행을 선제적으로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방주의 원칙’(federalism principles)에 근거하

50) Bradford Mank, “Should States Have Greater Standing Rights Than Ordinary 
Citizens: Massachusetts v. EPA's New Standing Test for States”, William and 
Mary Law Review, vol. 49, No. 5, 2008, 1746-7쪽.

51) Bradford Mank, “Should States Have Greater Standing Rights Than Ordinary 
Citizens: Massachusetts v. EPA's New Standing Test for States”, William and 
Mary Law Review, vol. 49, No. 5, 2008, 1746-7쪽.

52) Tara Leigh Grove, “When Can a State Sue the United States?”, Cornell Law 
Review, vol. 101, no. 4, 2016, 885-8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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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안에 대하여 위 견해는 ① 

연방대법원이 메사추세츠주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② 만약 

연방정부가 메사추세츠주의 온실가스 규제를 선제적으로 금지하거나 방해하

고 있다면 메사추세츠주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53)

3. 주의 원고적격 심사

Massachusetts 판결54)에서 연방대법원은 특별한 배려의 원칙을 통해 주의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에는 다양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으며, 이후 법원에서 특별한 배려의 원칙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특별한 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하고, 일반적

인 원고적격 요건만을 심사하기도 한다. 

추방유예제도가 문제된 United States v. Texas 판결에서, 법원은 특별한 배

려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의 사실상 손해를 심사하였다.55) 국토안보부는 2012

년 ‘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제도’(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rogram, DACA)를 시행하였다. 이는 미국 외에서 태어나서 16세 이전에 미

국에 입국한 어린이와 청소년 약 120만 명에게 추방유예 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범죄이력이 없다면 취업허가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이어 국토안보부

는 2014년 추방유예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취업허가 기간을 2

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지닌 자녀를 둔 불법이민

자 약 430만 명에게 추방유예 지위를 부여하고 취업허가를 발급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부모 추방유예 제도’(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 이하 ‘DAPA’라 한다)를 시행하

였다. 이에 텍사스주를 비롯한 26개 주는 연방국토안보부 등을 상대로 행정

절차법과 미국헌법에 근거하여 DAPA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56)

53) Tara Leigh Grove, “When Can a State Sue the United States?”, Cornell Law 
Review, vol. 101, no. 4, 2016, 885-890쪽.

54) Massachusetts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549 U.S. 497 (2007).
55) United States v. Texas, 579 US _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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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은 텍사스주에 Massachusetts 판결57)의 특별한 배려의 원칙을 적

용하여, 텍사스주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항소법원은 ① DAPA가 

이를 다툴 원고적격을 주에 부여하고 있고 ② 원고의 이익은 관련 이민법 

조항이 보호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 있으며, ③ DAPA가 운전면허 발급과 관

련한 텍사스주의 준주권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항소법원은 Massachusetts 판결과 유사하게, 연방정부가 

텍사스주로부터 이민을 통제할 권한, 외국과 이민 관련 조약을 협상 및 체결

할 권한,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하여 경찰권을 행사할 권한 등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텍사스주에게 특별한 배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텍사스주의 

사실상의 손해, 인과관계와 회복가능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

다. ① 항소법원은 텍사스주가 DAPA의 수혜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발급과정에서 부담하는 막대한 비용이 텍사스주의 사실상의 손해를 구성한

다고 판단하였다(사실상 손해). ② 피고는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에게 면허

를 발급하지 않거나 면허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스스

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손해는 DAPA의 시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DAPA를 시행한 이후 DAPA 수혜자

에 의한 텍사스주 운전면허 신청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고 보았다.58) 

56) 텍사스 남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DAPA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

부하였다. 연방정부는 항소하였다.
57) Massachusetts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549 U.S. 497 (2007).
58) 이에 킹(King)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이 주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킹 대법관은 ① Massachusetts 판결의 다수의견이 특

별한 배려의 원칙을 확립하였다는 해석 자체가 타당하지 않고 ② 본 사건 다수

의견은 권력분립 원칙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수의견을 비판

하였다. 
①과 관련하여, 킹 대법관은 Massachusetts 판결에서 특별한 배려라는 단어는 

오직 단 한번만 등장하였으며, Massachusetts 판결에서 특별한 배려의 원칙과 관

련한 어떠한 기준이나 설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특별한 배려의 

원칙이 확립된 이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다수의견은 Massachusetts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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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최근 Washington v. Trump 판결에서는 특별한 배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원고적격 심사기준을 통해 사실상 손해를 판단하였

다.59) 사안에서 주립대학 운영자인 워싱턴 주는 주립대학 구성원인 학생과 

교수의 이익을 대변하여 피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트

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인 2016년 리비아, 시리아 등 국가에 대한 비자발급

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2017년 이와 관련된 행

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

반된다는 선언판결과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금지명령을 구하였다. 피

고는 헌법이 미국 대통령에게 이민과 관련된 문제에서 ‘심사불가능한 권

한’(unreviewable authority)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과 관련된 행정청의 

행위가 연방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주립대학이 구체적이고 특

정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행정명령의 

대상이 된 7개 국가로부터 주립대학의 교수와 학생을 선발할 수 없으며, 주

립대학과 소속 교수, 학생의 교육과 연구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하였다. 이는 제3자인 주가 주립대학에 소속된 학생과 교수의 이익을 대변하

여 소를 제기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항소법원은 워싱턴 주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항소법원은 Massachusetts 

결 중 주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시는 판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특
히 킹 대법관은 특별한 배려의 원칙이 판결문 내에서 맥락과 무관하게 존재하

는 ‘고립된’ 논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는데,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축소해석

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한편 ②와 관련하여 킹 대법관은 주의 원고적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다수의

견의 태도는 법원으로 하여금 주-연방 간 정치적 성격의 분쟁을 더욱 빈번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권력분립 원칙의 위기로 이어진다

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킹 대법관은 행정부의 위법에 대한 주의 소송이 증가하

고 법원이 행정부에 대한 감시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견은 법원이 다양한 이론을 통해 원고적격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효과적으로 정치적 성격의 분쟁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59) State of Washington and State of Minnesota v. Trump, 847 F.3d 1151 (9th Cir. 

2017). 미네소타주는 소송계속 중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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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특별한 배려의 원칙에 대한 언급 없이,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요건60)

과 헌법상 원고적격 인정요건에 대해서만 판단하였다. 제3자의 원고적격 요

건과 관련하여, 항소법원은 주립대학 소속 학생과 교수의 이익은 주립대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주립대학의 운영자인 주는 행정명령에 의하

여 영향을 받은 학생과 교수의 권리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

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헌법상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항소법원은 행정명령이 

7개 국가의 국민을 워싱턴 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그 결과 학

생과 교수는 주립대학에 입학 또는 취업할 수 없어 사실상의 손해가 발생한

다고 보았다. 나아가 항소법원은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선언과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입국제한 조치가 해제되므로, 승소 판결을 통해 주립대학 학생과 

교수의 손해가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소결

연방대법원은 사실상 손해와 관련하여 주의 이익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

어 이익 침해 여부를 심사한다. 그 중 주가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 연

방대법원은 이를 주의 준주권적 이익이라고 보아 준주권적 이익에 대한 침

해가 주의 사실상 손해를 구성한다고 본다. 한편 주의 원고적격이 문제된 경

우, 원고적격 심사의 강도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배려의 원칙이 제시

된 바 있다.61) 그러나 특별한 배려의 원칙 자체가 명확하지 못하고 일반적

인 원고적격 요건으로 충분히 심사가 가능하다는 등의 비판 의견이 존재한

다.62) Massachusetts 판결63) 이후 연방대법원은 특별한 배려의 원칙을 적용

60) Singleton v. Wulff, 428 U.S. 106, 114-16 (1976). Singleton v. Wulf 판결에서 

법원은 제3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이익이 원권리자가 추

구하고자 하는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거나, 제3자가 원권리자만큼 효

과적인 권리 옹호자이거나, 원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61) Massachusetts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549 U.S. 497 (2007).
62) 이와 같은 의견으로 Seth Davis, “State Standing for Equality”, Louisiana Law 

Review, vol. 79, no. 1, 2018; Anon, “An Abdication Approach to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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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사인과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심사하기도 한다. 따

라서 법원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아, 특별한 배려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확립

된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특별한 배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사

안에서도, 연방대법원은 주가 시민이익의 보호자라는 입장에서64) 주가 소속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폭넓게 주의 원고적

격을 인정한다.65)

Ⅱ. 의회의 원고적격

의회가 행정청의 행정작용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요건

을 만족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여러 판결을 통

해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연방의회 의원의 지위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의회 스스로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 나누어 검토한다.

1. 의원의 원고적격

Coleman v. Miller 판결66)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

한 최초의 판결이다.67) 연방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원을 통과한 연방

헌법 수정안에 대해 다시 주의회가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1924년 연방헌

법 중 아동노동 부분에 대한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하였고, 캔자스(Kansas)주 

의회는 1937년 수정안을 비준하였다. 당시 캔사스주 의원들의 표는 20대 20

Standing”, Harvard law review, vol. 132, 2019.
63) Massachusetts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549 U.S. 497 (2007).
64) Anon, “An Abdication Approach to State Standing”, Harvard law review, vol. 

132, 2019, 1303쪽.
65) State of Washington and State of Minnesota v. Trump, 847 F.3d 1151 (9th Cir. 

2017). 
66) Coleman v. Miller, 307 U.S. 433 (1939).
67) Wilson C. Freeman, Kevin M. Lewis, “Congressional Participation in Litigation: 

Article Ⅲ and Legislative Standing”, Library of Congress, 2019,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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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률이었는데, 캔자스주 부지사(lieutenant governor)가 해당 표결에서 

찬성표68)를 행사하여 수정안이 비준되도록 하였다. 캔자스주 의회 의원들은 

캔사스주 내무 장관을 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부지사의 투표권 행사를 이유

로 수정안 비준을 무효화하고자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부지사가 입법부

에 소속되지 않으므로 헌법 수정안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지 약 13년이 지났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

들은 수정안의 효력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은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휴스(Hughes) 대

법관은 만약 주지사의 투표권 행사가 부적법할 경우 수정안은 통과되지 못

했을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투표의 효력에 관한 원고들의 직

접적인 이익이 주지사의 투표권 행사로 인하여 침해되었기 때문에, 원고적격

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반대의견은 의원들이 입은 손해는 개인적 

손해가 아닌 정치적 대표자로서 입법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반대의견은 위와 같은 손해를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면 의회의 입

법절차에서 발생하는 투표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모두 법원의 사법심사 

하에 두는 결과를 초래하여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하였다.

Powell v. McCormack 판결은 Powell 의원이 의회의 면직처분과 봉급미지

급을 원인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69) Powell 의원은 1966년의 선

거에서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이후 하원은 Powell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

였다. 의원직에서 면직되었기 때문에, ‘하원 경위처’(House Sergeant at 

Arms)70)는 Powell 의원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Powell 의원은 원고의 

면직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선언판결과 피고가 원고를 하원의원으로부터 제

명하는 것을 방지하는 금지명령, 그리고 하원 경위처로 하여금 원고에게 봉

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구하는 소를 하원의장을 상대로 제기하였

다.71) 이에 피고는 권력분립원칙을 근거로 원고가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을 

68) 의원들의 표결이 동률이었기에, 부지사의 표는 결정적인 한 표로 작용하였다.
69) Powell v. McCormack 395 U.S. 486 (1969).
70) 사무처가 아닌 경위처에서 의원들에게 봉급을 지급한다.
71) Wilson C. Freeman, Kevin M. Lewis, “Congressional Participation in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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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에서는 Powell 의원의 순수한 사익이 

문제되었으나, 의원 개인의 원고적격에 관한 일반론을 설시하고 있어 함께 

소개한다. 의원의 공익적 소제기가 문제된 Raines v. Byrd 판결72)에서도 해

당 사건과 Powell 사안을 비교하며 원고적격을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은 Powell 의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Powell 

의원이 ‘법적으로 인식가능한 이익’을 갖는지를 중심으로 원고적격을 심사하

였다.73) 연방대법원은 Powell 의원의 봉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헌법

상 원고적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74) 또한 연방대법원은 헌법이 

하원에 그 구성원의 자격요건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원의원의 자격요건을 정한 하원규칙 제287조에 대한 사법심사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Powell 의원은 시민에 의해 

선출되었고 피선거권이 인정되기 위한 나이, 시민권, 거주요건 등을 갖추었

으므로 Powell 의원에게 하원규칙 제287조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

하였다.75)

이후 연방의회 의원 개인이 소를 제기한 Raines v. Byrd 판결에서, 연방대

법원은 의원의 원고적격에 관한 일반론을 설시한다.76) 상원의원 Robert Byrd

를 포함한 4명의 상원의원과 2명의 하원의원은 1996년 제정된 조항거부법

(Line Item Veto Act)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조항거

부법은 대통령에게 법으로 편성된 예산과 세금혜택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Byrd 의원은 조항거부법으로 인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Article Ⅲ and Legislative Standing”, Library of Congress, 2019, 7쪽.
72) Raines v. Byrd, 521 U.S. 811 (1997).
73) Data Processing 판결, Lujan 판결 등 원고적격 심사기준을 정한 판결이 나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앞서 논의한 원고적격 요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74) Wilson C. Freeman, Kevin M. Lewis, “Congressional Participation in Litigation: 

Article Ⅲ and Legislative Standing”, Library of Congress, 2019, 8쪽.
75) 박수헌, “미국법상 입법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30집 제4호, 

2002, 284쪽.
76) Raines v. Byrd, 521 U.S. 811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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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장래 의회에서 표결될 법안에 대해 Byrd 

의원이 행사할 투표권은 조항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행

사할 투표의 법적이고 사실적인 효력이 조항거부법에 의해 침해되었다. 둘

째, 법안의 폐지에 대한 원고의 헌법상 역할을 박탈하였다.77) 셋째, 입법부

와 행정부 사이의 헌법적 권력분립원칙을 침해하였다. 

한편 조항거부법 제692조 제a항 제1호는 ‘모든 의원과 조항거부법에 의하

여 침해를 받은 자는 조항거부법의 어떠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근거로 선언판결과 금지명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78) 그런데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은 Byrd 의원을 비롯한 원고들의 원고적

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렌퀴스트 대법관은 원고적격의 기

능은 법원으로 하여금 헌법적 범위 내에서 합헌적으로 사법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사법심사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도록 원

고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특정한 이익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하

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79)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은 앞서 살펴본 Powell 판결80), Coleman 판결81)과 사

안을 비교하며 Byrd 의원의 원고적격 판단이유를 설명하였다. 첫째, 원고들

은 Powell 판결82)과 달리 봉급과 같이 의원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에 근거하

77) Byrd 의원 등 원고들은 해당 법안의 표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행사하였다.
78) 하급심법원은 ① 조항거부법은 의회 의원의 투표권을 약화시켰으므로 원고들에

게는 헌법상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② 조항거부법으로 인하여 예산 및 세금혜

택 조치 관련 법안에서 원고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종속된 지위에 놓이게 되므

로 원고들의 청구는 성숙성을 가진다고 하여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후, 
조항거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조항거부법의 직접적이고 신속한 

상소규정에 근거하여 연방대법원에 대한 직접 항소가 허용되어 연방대법원이 

바로 사건에 대해 판단하게 되었다.
79) 렌퀴스트 대법관은 헌법상 원고적격을 판단함에 있어 사실상 손해, 인과관계 

및 회복가능성이라는 기존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후, 원고가 일반적이

고 추상적인 손해를 주장한다고 보았다.
80) Powell v. McCormack 395 U.S. 486 (1969).
81) Coleman v. Miller, 307 U.S. 433 (1939).
82) Powell v. McCormack 395 U.S. 486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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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조항거부법이 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권

력분립을 변형하여 원고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상실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기관으로서 의회의 손해’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의회 의원이면 누구나 위와 같은 손해를 주장할 수 있

으므로 원고들의 손해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

다고 보았다.

둘째, 원고들은 Coleman 판결83)과 달리, 자신의 투표권이 추상적으로 침

해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Coleman 판결에서는 계쟁행위

와 원고의 사실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었다. 만약 부지사

의 투표권 행사가 없었더라면 수정안이 비준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지사의 

투표권 행사가 수정안 비준에 반대한 원고의 표결을 무력화하였다는 점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안에서 원고들은 단순히 자신이 미래에 행사

할 투표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였다. 연방대

법원은 위와 같은 추상적 손해를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

한 뒤, 소송이 아니라 의회의 표결을 통해 조항거부법이 부결되도록 하여 원

고들의 손해를 구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 판결에도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Waxman v. Thompson 판결84)에서 하원의원들은 ‘의료보험처방약 개선 및 

현대화법’(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에 따라 예상되는 지출과 관련한 문서를 관련 부처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

원의원들은 위 요구에 관하여 불충분한 답변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캘리

포니아주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다른 의회 구성원이 주장할 수 

없는 원고들 고유의 특별한 법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원고들의 손해가 기관

이 아닌 의원 개인의 손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원고적격을 부인하였다. 첫째, 원고

83) Coleman v. Miller, 307 U.S. 433 (1939).
84) Waxman v. Thompso, No. CV 04-2467 MMM(MANx), 2006 WL 8432224, at 

*12(C.D. Cal. July 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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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단순히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일부 차단된 상태에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원고들의 표결

이 완전히 무효화되었던 Coleman 판결85)과 손해의 성격을 달리한다. 둘째,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는 원고의 의원지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 개인

이 아닌 기관의 지위에서 발생한 손해이므로, 원고들의 손해는 의회 의원이

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손해에 불과하다.86)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Cummings v. Murphy 판결87)이 있다. 하원의원인 

원고들은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채 투표권을 행사하여 투표권이 침해되

었다고 주장하였으나, Columbia 지방법원은 이러한 손해가 기관의 지위에서 

발생한 손해라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2. 의회의 원고적격

Arizona State Legislature v. Arizona Independent Redistricting Commission 

판결에서는 입법기관인 아리조나(Arizona)주 의회가 자신의 이름으로 기관의 

지위에서 ‘아리조나 선거구 조정위원회’(Arizona Redistricting Commission)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88) 수정헌법의 선거 조항에 따르면 선거의 방식을 

결정할 우선적인 권한과 책임은 입법부(Legislature of state)에 있다. 원고는 

피고가 입법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선거구를 획정하였으

므로 위와 같은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고, 원고의 권한을 침해하였다

고 주장하였다.89)

85) Coleman v. Miller, 307 U.S. 433 (1939).
86) Waxman v. Thompso, No. CV 04-2467 MMM(MANx), 2006 WL 8432224, at 

*12(C.D. Cal. July 24, 2006); Wilson C. Freeman, Kevin M. Lewis, 
“Congressional Participation in Litigation: Article Ⅲ and Legislative Standing”, 
Library of Congress, 2019, 20쪽.

87) Cummings v. Murphy, 321 F. Supp. 3d 92(D.D.C. 2018).
88) Arizona State Legislature v. Arizona Independent Redistricting Commission, 576 

U.S. 787 (2015).
89) Wilson C. Freeman, Kevin M. Lewis, “Congressional Participation in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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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아리조나주 의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본 

사안을 Coleman 판결90)과 유사하다고 보면서, 피고의 선거구 획정이 아리조

나주 의회의 선거구 획정 권한을 무력화한다고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위 

손해를 원고가 기관으로서 입은 특정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방론으로 권력분립이 문제된 경우 원고적격

을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만

약 사안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분립이 문제되었다면 결론이 달라

졌을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위 방론으로 제시된 견해와 같이, U.S. House of Representatives v. 

Burwell 판결에서 법원은 헌법기관인 입법부가 행정부 행위의 위법 및 위헌

성을 다투는 경우 특별히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의회

의 원고적격을 부인하였다.91) 미국 하원은 원고가 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Sylvia Burwell과 재무부 장관 Jacob Lew 등이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

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 케어’)을 지

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부적절하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

였다. 또한 원고는 재무부 장관이 규제 적용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오

바마 케어의 시행을 미루고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오바마 케어 중 

사업자의 권한에 대한 내용을 사실상 개정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장관들은 

하원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피고 장관들은 행정부만이 법을 적용 

및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원고의 소제기로 재판부가 정치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콜롬비아 지방법원은 하원의 원고적격을 일부 긍정하여 ① 원고가 피고의 

부적절한 지출을 다툴 원고적격은 인정되나 ② 오바마 케어의 시행 자체를 

다툴 원고적격은 없다고 보았다. 원고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은 헌법기관인 입법부가 행정부 행위의 위법 및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Article Ⅲ and Legislative Standing”, Library of Congress, 2019, 10쪽.
90) Coleman v. Miller, 307 U.S. 433 (1939).
91) U.S. House of Representatives v. Burwell, 185 F. Supp. 3d 165 (D.D.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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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엄격한’(especially rigorous) 원고적격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오바마 케어의 시행 여부는 법령의 사실상 개정과 무관

하며 단순한 행정부의 법 적용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원고가 이에 대해서 다

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92)

의회의 원고적격을 부인한 사안으로, Virginia House of Delegates v. 

Bethune-Hill 판결이 있다.93) 원고인 ‘버지니아주 하원’(Virginia House of 

Delegates)은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

여 기관 스스로의 지위에서, 그리고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에서 소를 제

기하였다.94) 원고는 위 판결이 원고의 구성원 선출방식에 영향을 미쳐 원고

의 기관으로서의 이익을 침해하는 한편, 원고가 주의 법무 장관을 대신하여 

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위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95)

연방대법원은 하원이 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지 또는 하원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원고적격을 검토한 뒤, 양

자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하원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첫째, 버지

니아주법 어디에도 하원이 주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

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하원은 주의 이익을 대변할 원고적격이 없

다. 오직 주의 법무 장관만이 버지니아주법상 주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하원 스스로의 손해에 근거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도 없다. 연방대법원은 입법기관으로서의 원고는 그 구성원의 선출과 관련

92) 이와 달리 하급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부적절한 예산 지출 건에 대해서는 그

로 인하여 사실상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

하였다.
93) Virginia House of Delegates v. Bethune-Hill, 587 U.S. ___ (2019).
94) 사안에서 하급심 판결의 원고였던 Virginia주는 투표를 통해 상소하지 않을 것

을 결정하였다. 이에 하급심 판결에 참가하고 있었던 Virginia주 하원의원이 독

자적으로 상소를 결정하였다. 소송참가자는 보통 자신의 원고적격을 따로 증명

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송당사자가 상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소송참가

자가 독자적으로 상소한 경우, 소송당사자는 그 스스로의 원고적격과 손해를 증

명해야 한다.
95) Wilson C. Freeman, Kevin M. Lewis, “Congressional Participation in Litigation: 

Article Ⅲ and Legislative Standing”, Library of Congress, 2019,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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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어떠한 인식 가능한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연방대법원은 유

권자가 선거를 통해 의회의 구성원을 변화시키는 주체이고, 따라서 의회 구

성원의 선출에 대하여 이익을 가지는 주체도 유권자라고 판시하면서, 원고는 

그러한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원

고의 손해를 부정하여 원고적격을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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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영국과 미국은 공공기관의 공익을 위한 소제기를 폭넓게 인정한다. 영국에 

특유한 관련자소송은 시민의 소제기 신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원고가 되

어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 법무부 장관은 신청의 내용을 고려하여 관련자

소송의 개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영국 최고법원은 법무부 장

관의 결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관련

자소송의 개시 여부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행정기관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과거 영

국 최고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이익을 증명한 경우에만 원고적격

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72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행정기관은 

소속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소를 제기

할 원고적격을 인정받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가 이에 소속된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연방대법원은 주의 원고적격을 넓게 인

정한다. 연방대법원은 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가 헌법상 원고적격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Massachusetts 

판결96)에서 연방대법원은 특별한 배려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의 원고적격에 

대한 헌법상 요건 심사의 강도를 대폭 완화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주의 경

우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대표성도 지니고 있다. 

특히 불이익이 대중에 분산되어 있고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적

절히 다툴 원고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공동

체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할 지위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정할 필요성이 높다.

96) Massachusetts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549 U.S. 49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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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1절 원고적격의 의의

당사자 적격은 특정한 소송에서 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할 본안판결을 받기

에 적합한 자를 말하고, 그 중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이때 처분 등 행정작용을 다툴 자격을 누구

에게 어떠한 기준에서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가 원고적격론이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

기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통설적 견해는 위 법률상 이익이 공권의 성립요

건과 더불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함께 규정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항고소송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주관소송, 행정

의 적법성을 통제하여 “객관적 법질서를 유지”하는 경우를 객관소송의 성격

을 갖는다고 설명한다.1)2) 오늘날 행정부는 단순한 법집행을 넘어 행정계획, 

행정입법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사법부는 위와 같은 행정작용을 취

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등 행정부의 위법성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목적은 처분의 위헌･위법 심사에 목적이 있다는 

점, 법률적 쟁송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적법성 통제를 위하

여도 가능하다는 점,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목적은 위법한 처분 등의 취

소라는 점, 항고소송에서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사인의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취소판결이 대세효를 갖는다는 점(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항고소송이 오직 주관소송의 성격만 갖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3)

 1) 이원우, “시민과 NGO에 의한 행정통제 강화와 행정소송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문제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제23권, 2002, 3쪽.
 2) 객관소송적 구조와 객관소송적 기능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 박정훈, 행정법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11, 158쪽.
 3) 박정훈, 행정법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11, 158-165쪽; 박정훈, “인류의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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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은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개입범위를 정함과 동시

에, 소송물을 다툴 적절한 이해관계인을 선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1930년대 뉴딜정책과 맞물려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움직임에서 원고적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4) 정부 주도

의 경제개발과 대규모 토목사업 등이 벌어지면서, 큰 정부의 결정에 사법부

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각종 소송을 통해 사업이 저지되는 일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원고적격은 구체적 이해관계

가 없는 사람의 소제기를 방지하여 사법경제에 기여하는 한편 구체화된 분

쟁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부의 정확한 결정을 유도하는 기능을 담당

한다. 

이처럼 원고적격은 행정소송에 참여하여 행정청의 행정작용을 다툴 자격

을 누구에게 어떠한 기준에서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수록 사법부가 행정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나

게 되므로, 행정의 적법성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따라서 개별법에서 명확

하게 정하지 않아 해석을 통해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경우, 원

고적격은 결국 사법부의 개입범위에 관한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4호, 2001, 98쪽 이하; 이
원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의 처분성, 현대공법학의 과제”, 
청담 최송화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2, 848-851쪽; 이원우, “시민과 NGO에 의

한 행정통제 강화와 행정소송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문제를 중심으로-”, 법과사

회 제23권, 2002, 3-5쪽.
 4) Ho, Daniel E, & Ross, Erica L., “Did Liberal Justices Invent the Standing 

Doctrine? An Empirical Study of the Evolution of Standing, 1921-2006”, 
Stanford Law Review, vol. 62, no. 3, 2010, 591-6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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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문제상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항고소송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 구제

와 더불어 사법부가 행정부의 위법성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어,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적법성 

통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원고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판례

는 원고적격을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

체적 이익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데,5) 피해가 다수에게 분산

되어 있거나 환경상 이익의 침해와 관련하여 자연물 주위에 거주자가 없는 

경우 이를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Ⅰ. 원고적격의 한계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다는 점을 원고 스스로 증명할 것을 요

구한다.6) 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주민은 원고적격의 심

사단계에서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증명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더욱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는 일반적인 소송보다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

다. 환경오염물질의 성분, 위험성,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에 기술

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송자료 대부분은 피고 행정

청 또는 사업자가 보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이 기존 원고적격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이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흥미로운 

사안이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주민이 

설악산에 신규 케이블카 노선(삭도)을 설치하는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고

 5)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등 참조.
 6)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

고 2006두1400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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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다툰 사안에서, 원고가 “(자연환경영향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사람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설악산의 경관보

존 및 설악산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보전을 인생의 과업으로 삼으면서 자신

의 일상을 설악산의 방문과 보호활동에 바치고 있”다는 점, “설악산 및 산양 

등 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들인 노력과 시간은 직업활동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이고 그와 같은 활동에 기초하여 원고가 “얻어 온 자

족감과 성취감 역시 일반인이 직업에 관하여 얻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환경상 이익의 보전에 근거하여 특별한 정신

적인 만족감을 얻고 있으므로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

고적격을 인정하였다.7)

특히 위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환경평가 대상지역이 인적이 드문 산 

속에 위치할 경우 거주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애당초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

였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객관소송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 하에

서 주관소송의 형태를 통하여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처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와 같이 어

떠한 환경상 이익의 보전에 근거하여 특별한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고 있는 

경우 이를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필요도 크

다”고 판시하여 현행 원고적격 인정기준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담아냈다.8)

한편 단체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고 단체 스스로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단체 그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

해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요양급여

비용을 결정하게 되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

가치점수 개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원고

 7) 서울행정법원 2019. 1. 31. 선고 2015구합130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누
37501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되었으나, 2019. 11. 19.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되었

다.
 8) 서울행정법원 2019. 1. 31. 선고 2015구합13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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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을 부인하였다.9)

나아가 현행 대법원의 해석론 하에서는 그 누구도 분쟁상황을 다툴 수 없

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최근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한

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여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보장대상

에 포함되도록 정한 고시가 문제된 사안 및 한방물리요법인 추나요법의 건

강보험적용에 관한 급여기준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사단법인 의사협회

와 소속 의사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 전부의 원고

적격을 부인하였다.10) 만약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급이 부적

절하다고 가정해 본다면 다수의 국민이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지만, 경업

자인 의사 및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원고적격이 

부인되어 이를 적절히 다툴 원고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앞서 살펴본 환경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개별 주민이 분쟁을 다툴 가장 적

절한 자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개별 주민은 환경상 이익의 침

해를 증명할 전문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역을 이전할 경우 소송에 참

여할 이해관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침해와 같은 분쟁상황

에서 침해의 발굴과 증명을 위해서는 해당 문제에 적극성을 지닌 시민단체, 

이익단체, 전문가 등이 나설 필요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영

향평가 대상지역 내의 개별 주민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증명할 전문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역을 이전할 경우 소송에 참여할 이해관계가 현저

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소송에 대한 공익적 관심, 성실한 소송수행의 

기대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개별 주민보다는 환경단체가 보다 분쟁을 

다툴 적절한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도 크다. 

 9)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10) 서울행정법원 2018. 7. 20. 선고 2017구합7806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5. 선고 2019구합 60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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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형별 검토

비교법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른 나라의 판례와 제도를 우리나라 법제와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

지만, 유사한 문제상황에서 판례법을 통해 오랫동안 축적된 영국과 미국의 

원고적격 판단기준을 참고해 볼 만하다. 영국과 미국, 한국은 모두 비대해진 

행정부와 이들의 행정작용으로 인한 환경, 보건, 세금의 오남용 등의 문제를 

유사하게 겪고 있으며 전문가집단이 공익을 위하여 소송에 참여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문제상황을 보다 세분화하여 영국과 

미국의 해결 노력을 검토한다.

1. 사인의 공익을 위한 소제기 

(1) 납세자소송

납세자소송은 국민 일반이 납세자의 지위에서 제3자에 대한 과소과세 또

는 부당한 지출을 다투는 소송유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11)의 민중소송은 개인의 법적 이익의 구제가 아니라 행정의 위법을 시

정하기 위한 객관소송의 일종이다.12) 다만 행정소송법 제45조에서 민중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어, 개별법에서 법률로 정한 자에 한하여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상 일반적인 납세자의 지

위에서 국가의 부당한 지출을 다툴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납세자소송과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지출을 다툴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들 수 있다. 주민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민중소송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주민이 

11)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

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12)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8판, 박영사, 2021, 6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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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에 대하여 그 중지, 시정,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조). 이

러한 주민소송은 주민의 행정참여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소송으로, 주민이 위

법한 공금의 지출을 감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담

보”한다.13) 원고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의 침해가 아니라 지방재정행정의 적

정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다. 

구체적인 소송유형을 나누어보면 회복곤란한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

우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제1호 소송),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유무 존재 여부의 확인

소송(제2호 소송),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확인소송(제3호 소송),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 있는 상대방 등에게의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제4호 소송)이 있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14)

이처럼 주민소송은 당사자가 주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

무회계행위를 바로잡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특수한 유형의 소송이다. 주민 

일방이 제기할 수 있다는 소송의 태생적 한계에 비추어 지방자치법상 주민

소송은 남소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

에서는 주민소송에 앞서 주민감사청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주민소

송의 대상을 일정한 재무회계행위에 한정한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15)

13) 강수경, “우리 현행법상 민중소송제도”, 원광법학 제30권 제2호, 2013, 91쪽. 
14) 주민소송은 선거권이 있는 자 중 감사청구한 주민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감사를 청구한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1인이라도 주민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6항). 이에 관

하여, 김태호･김정환, “공익소송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법원 사법정책연구

원, 2016, 278쪽 참조.
15)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ᆞ관리ᆞ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ᆞ임차ᆞ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ᆞ이

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ᆞ사용료ᆞ수수료ᆞ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ᆞ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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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수적 전치제도인 주민감사청구의 절차와 요건, 주민소송의 대상

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주민소송을 일반적인 분쟁상황에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오늘날의 행정작용에 관하여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주민소송의 경우 남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각종 절차와 요건이 소송의 제기 자체를 어렵

게 할 우려가 있다.16) 주민소송이 도입된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주민소송에 

관하여 실제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사례를 찾기 쉽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17) 반면 영국과 미국은 개

별입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국민이 납세자의 지위에서 제기하는 납세자소

송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영국 최고법원은 납세자인 원고가 국가의 부당한 지출을 다툰 사안에서, 

납세자로서의 원고는 그 자체만으로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

여 폭넓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18) 또한 최고법원은 원고가 제3자에 대한 

과소과세를 다툰 경우에도 국가 세입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관점에서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여 납세자인 원고가 충분한 이익을 지닌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한다.19) 

미국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국가의 부당한 지출을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오직 납세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20) 다

만 예외적으로 원고가 문제된 법령과 납세자로서의 지위 사이의 논리적 연

16) 실제로 주민소송은 2016년까지 총 32건이 제기되었고, 주민소송에 앞선 주민감

사청구는 2014년까지 총 299건이 제기되었다. 주민소송 및 주민감사청구의 절

대적인 횟수가 적은 원인을 제도의 접근성에서 찾는 견해로 함인선, “주민소송

제도의 운영현황과 판례 및 법제에 대한 검토 - 한·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지
방재정 2016권 제6호, 2016, 121쪽 참조.

17) 2016년 기준으로 청구된 주민소송 32건 중 26건은 주민패소로 종결되었다. 최
계영, “주민소송의 대상과 도로점용허가”, 법조 최신판례분석, 제65권 제9호, 
2016, 443쪽.

18) R. v Her Majesty's Treasury, Ex p. Smedley [1985] Q.B. 657, CA (Civ Div) at 
667, 669-670.

19) R. v Attorney-General, Ex p. Imperial Chemical Industries plc. (1986) 60 TC 1.
20) United States v. Richardson, 418 US 166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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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증명하고, 해당 법령이 의회의 조세 및 지출 권한의 행사에 부여된 특

별한 헌법적 한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원고에게 중대한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한다.21)

(2)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소송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

는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원고적격을 일관하여 부정한다. 예를 

들어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이 문제된 경우, 대법원은 약사를 회원으

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 위 처분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한다.22) 

한편 대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과 달리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의 범위 역시 좁게 인정하여, 해당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거나 여가 활

동을 위해 자연환경을 즐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없

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남대천양수발전소건설 사건23)에서 원고들은 산악

인, 생물학자, 생태연구가, 사진가, 일반 시민, 환경보호단체 등으로 자연을 

찾아 즐기거나 연구 및 보전할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였다는 사정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위 원고

들이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환경상 이익은 단순히 

환경공익 보호의 결과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에 그친다고 보아 법률상 이익을 부인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

이 구성원의 사실상 손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구성원의 원고적격을 바탕으로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태도와는 상반된다. 

관련하여 특별법을 통해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려는 시도가 있다. 현행

법에서 단체소송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이

21) Bowen v. Kendrick, 487 U.S. 589 (1988).
22) 부산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누10057 판결.
23) 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19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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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소비

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와 중지를 구하는 소송으로(소비자기본법 제70조), 구

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소송을 인정한다.

이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개별 피해자가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피해자를 대변하여 소를 제

기할 전문성과 의지를 지닌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원고적격 법리 하에서는 단체 그 자신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증

명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개별입법 없이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

체의 소송은 허용되기 어렵다. 

영국 최고법원은 행정작용으로 단체의 구성원이 직접 영향을 받는 경우, 

단체의 지명도와 사회적 지위,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

정한다.24) 나아가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소송이 환경소송과 같이 

사회 일반의 공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최고법원은 단체의 설립목

적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폭넓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25)

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단체의 설립목적과 전문성, 공익적 목적의 소제기

인지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단체의 구성원 중 원고적격 요건을 충족

하는 자가 있고 단체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단체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는 경우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단체의 구성원이 

원고적격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견 미국 연방대법원의 원

고적격 인정기준은 영국에 비해 그 범위가 좁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단체의 구성원이 해당 지역을 방문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해

당 지역을 여가적, 경제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구성원의 사실상 

손해를 인정하여, 실질적으로 단체의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한다.

(3) 일반적 불이익을 다투는 소송

24) R. v Chief Adjudication Officer Ex p. Bland, February 6, 1985.
25) R. v Her Majesty's Inspector of Pollution Ex p. Greenpeace Ltd. (No.2) [1994] 

4 All E.R.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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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더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려운 일반

적 불이익26)을 다툴 원고적격을 누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가 일반시민의 공익을 대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익

을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으로 본다.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에 따르면, 위

와 같은 이익은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

는다.27) 

예를 들어 새만금 사건28)에서 대법원은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

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

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

단체의 원고적격을 간접적으로 부인하였다. 이에 공익소송을 제기하려는 단

체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원고를 발굴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나아가 위 새만금 사건에서 환경운동가인 원고도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세계적인 환경운동가라고 하여 일반국민과 달리 고양된 법적 지위

에서 헌법 제35조 제1항 그 자체에 의하여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그와 같은 주장은 오히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다.29) 

사안이 공중에 중요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다툴만한 적절한 다른 원고가 

없는 경우, 원고의 직업적 활동 및 전문성 등에 비추어 다른 누구보다도 원

고가 사안을 다툴 적절한 자로 판단된다면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

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의 원고적격 인정기준으로는 위와 

26) 일반적 불이익(generalized grievance)은 손해가 특정하기 어려운 다중에게 분산

되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27)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등.
28) 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판결.
29) 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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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유사한 상황에서 영국 최고법원은 사안이 공중에 중요하고, 분쟁을 효과적

으로 다툴만한 적절한 다른 원고가 없으며, 원고가 당해 분야에서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면 원고적격을 인정한다.30) 이와 더불어 개별 사인의 경우에도 

최고법원은 헌법적 쟁점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는 시민이 조약승인의 적

법성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31), 아프간 반군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다툰 평화활동가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도 하였다.32)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실상 손해를 구성하기 위한 원고의 이익은 구

체적이고 개별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33) 일반 국민이 공통으로 주장할 수 

있는 손해(이른바 일반적 불이익)를 근거로 소를 제기한 원고의 원고적격을 

원칙적으로 부인한다.34) 다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경관상 이익이나 여

가적 이익도 개인적, 구체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법원에 비해 원고적

격을 넓게 판단한다.

2. 공공기관의 공익을 위한 소제기

공공기관이 국민, 주민 등의 이익을 대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장관 등 공공기관이 일

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개별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행정소

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기관소송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를 다투는 소송이다.35) 한편 헌

30) R. v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Ex p. World Development 
Movement [1995] 1 W.L.R. 386.

31) R v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Ex p. Lord Rees Mogg [1993] 
EWHC Admin 4.

32) R (Evans) v Secretary of State of Defence [2010] EWHC 1445.
33)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504 U.S. 555 (1992).
34) United States v. Richardson, 418 US 166 (1974); Schlesinger v. Reservists 

Committee to Stop the War, 418 U.S. 208 (1974).
35)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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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권한쟁의심판(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 제61조)을 정

하고 있으나, 권한쟁의심판 역시 규정의 취지가 권한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지역주민, 일반 국민의 이익을 직접 대변하기 위한 

제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원고 스스로의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이익을 요하는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일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 관련하여 혁신도시입지로 원주시가 선정되어 

혁신도시입지선정에서 탈락한 춘천시와 춘천시 시민이 위 입지선정을 다툰 

사안에서, 춘천시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36) 서울고등법

원은 혁신도시입지로 선정된 주민에게 주어지는 이익과 혜택(공공기관 이전, 

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구

축, 다 양질의 주거·교육·문화·여가시설 등)을 원고와 원고 시민이 누릴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익은 혁신도시입지선정의 근거 법규인 

법에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아니라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와 같은 이익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추구의 결과로 생기는 일반적·간접

적·추상적 이익과 같은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적격

을 부인하였다37) 

다만 법인격이 없는 국가기관에 대한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의 불복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를 다툴 다른 적절한 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원이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38) 사안에서 국민권익위원

회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

조치39)를 요구하였다. 위 조치요구에 불이행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과태

36)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누28873 판결. 원고 춘천시가 주장한 양질

의 주거·교육·문화·여가시설 등의 이익은 춘천시민이 누리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위 소송을 주민의 이익을 대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37)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 없이 처분성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38)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39)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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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부담 또는 형사처벌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지만, 조치요구 자체를 다툴 

불복방법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조치요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국가기관 일방의 조치요구에 불응한 상대방 국가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법

상의 제재규정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

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다

툴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성이 인정되는 위 조치요

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원고로서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

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비록 원고가 국가기관이더라도 당사자

능력 및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40) 해당 사안은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도 이를 다툴 방법이 없다는 예

외적인 사정이 고려된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를 공공기관의 원고적격에 

관한 일반론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원 역시 현행 원고적격의 법리

가 갖는 한계를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환경침해,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와 관련된 사안 등 주민 혹은 일

반 국민에 공통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공공기관에 원고적

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41) 공공기관은 남소의 가능성이 없고, 전문성과 소

송에 대한 공익적 관심, 성실한 소송수행의 기대가능성과 대표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 최고법원은 공공기관의 원고적격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영국 

최고법원은 공공기관 스스로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 등 특별한 손해 또는 법

령상 의무를 위하여 소제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여야 공공기관이 독자

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42) 다만 영국은 관련자소송을 통해 일

40)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41) 항고소송에서 주민의 환경적·경제적 이익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로,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11, 352-354쪽.

42) Devonoirt Corp v Tozer [1903] 1 Ch. 759, CA; Attorney General v Pontypriad 
Waterworks Co [1909] 1 Ch. 388;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8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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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국민의 이익을 폭넓게 대리할 원고적격을 법무부 장관에 인정하여 흠결

을 보완한다. 나아가 영국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주역주민의 이익증

대 또는 이익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제222조 제1항), 

영국은 개별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원고적격을 확대한다.43)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州)가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준주권적 이익), 주가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소를 제기

할 원고적격을 지닌다고 보고 있다.44) 나아가 일부 판결에서는 특별한 배려

원칙을 적용하여 심사강도를 완화하여 주의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한다.45)

Sweet & Maxwell, 2016, 25-010, 764-765쪽.
43)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고유한 이익에 의거해서도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

다.
44) Alfred L. Snapp & Son, Inc. v. Puerto Rico Ex rel. Barez, 458 US 592 

(1982).
45) Massachusetts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549 U.S. 49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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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익소송의 도입

Ⅰ. 국민소송제

이와 같은 문제상황에서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입법론으로 개별 공익소송

제도의 도입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부정청구방지소송

에 대응하는 국민소송제이다. 국민소송제는 국가의 예산집행에 대해 일반 국

민이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일반 국민이 소를 제

기하는 제도로, 민중소송의 한 유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

체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주민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국가 

차원의 유사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국민소송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등 각종 토건사업으로 정부의 예산지

출이 과도하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세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

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제가 발의된 바 있다. 예컨대 2013. 9. 27. 이

루어진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국민소송제 입법공청회에서는 국민이 국가정책

에 직접 참여하고 예산 집행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감독권한을 보유하기 

위하여 국민소송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46) 나아가 최

근 2020. 7. 7. 국회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에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납세자인 국민이 예산낭비 근절을 

위하여 능동적인 권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제안이유를 설명하

였다.

국민소송제의 도입에 관하여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입법

이 발의되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국민소송제도 또는 납세자소송제도를 도

46)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국민소송제’ 입법공청회 자료집, 최재홍 변호사 발제문

(2013. 9. 27). “결국 헌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에 의한 국가예산의 

민주적 통제가 절실하다. 바로 이 점이 국민의 국가예산에 관한 민주적 통제수

단으로서 재정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대표소송제가 필요한 이유이고 이를 

통해 국민은 국가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패한 정책･위법한 

예산집행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감시감독권한을 확보한다.”



- 184 -

입하기 위한 법안 3건이 발의되었다.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

안’(천정배의원 대표발의, 2287호, 이하 ‘천정배 의원안’), ‘납세자소송에 관

한 특별법안’(이상민의원 대표 발의, 1442호, 이하 ‘이상민 의원안’), ‘재정민

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10457호, 이하 ‘박주민 의

원안’)이 그것이다.

각 의원안과 법무부 안은 모두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무효확

인소송 금지･중지청구 및 위법한 재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안

한다. 한편 이상민 의원안을 제외한 각 안은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

다. 이에 따르면 국민소송을 제기하려는 국민은 소송 제기 이전에 10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위법한 제정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야 하며, 감

사 청구 이후 비로소 국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상민 의원안

의 경우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미국의 

부정청구방지소송과 유사하게 청구의 문턱을 낮추었다(미국의 경우 부정청구

와 관련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은 감사청구를 거치거나 연명을 받

을 필요 없이 누구나 부정청구방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소송제 법안에서는 자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행위, 계약의 

체결, 채무 등의 부담 등이 소송의 대상인 재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박주민 의원안과 법무부 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재정행

위와 관련 있는 자”로 피고를 특정한다. 또한 국민소송제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민소송을 통해 국가기관 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하거나 경제적 이익

을 얻은 경우 원고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민의 소송제기

를 유도한다.

그러나 국민소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원고가 되어 국가의 재정행위 전반

의 위법성을 다투게 된다면 소송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도 제기된

다.47) 구체적으로, 국민소송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국가의 국정감시기능은 독립된 감사기관과 국

47) 윤경식, “국민소송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및 대안”,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자료집, (2020. 1. 29.),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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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통해 보다 촘촘하게 기능하고 있어 국민소송제의 도입 필요성이 약하

다. 둘째, 국민소송이 허용되면 행정부의 주요 정책결정마다 법원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셋째, 일본 주민소송의 

경우 한국의 입법안과 달리 소송범위를 재정행위 전반에까지 광범위하게 확

대하지 않고 있다.48) 

보론으로, 국민소송제와 유사한 취지에서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

재정지급금에 대한 재정 관리체계를 혁신하고 지속, 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

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19. 4. 16. 공포, 20. 1. 1. 시행되

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

체, 각급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지급금49)을 대상으

로,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등을 규율한다. 부정이익으로 

판단된 금원은 전액 환수되고, 허위, 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난 경

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 규정,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통해 신고를 장려한다.50)

다만 공공재정환수법상 재정 환수 처분의 주체는 전적으로 관할 행정청이

어서, 국민은 신고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재정을 감독할 수 있다는 한

계가 있다. 특히 공익제보자의 신고는 가능하지만, 신고를 받은 행정청의 처

분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신고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로 이어

질 수 있다.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48) 윤경식, “국민소송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및 대안”,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자료집, (2020. 1. 29.), 34쪽; 김대인, “국민소송의 도입방안

에 대한 연구 -현행 소송법체계 및 유사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정법학 

제18권 제1호, 2020, 341쪽.
49)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
50)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공공기관 대상 매뉴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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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정이익을 환수함은 물론, 부정이익을 초과하는 보조금 전부의 환수, 

보조금 지급 중단, 최대 부정이익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형사처벌 등 

다중적인 규제가 가해진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의 관

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참고할 만하다.51) 

Ⅱ. 단체소송제도

한편 개별입법을 통해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단체소송제도에 대한 

도입논의도 활발하다.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소비자기본법 제70조)과 유사하

게 환경단체의 행정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정책기

본법 등에서 환경단체가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소송을 입법화하

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52) 그러나 특별법을 통해 원고적격을 부여함에 있

어 어떠한 단체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할지 그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고, 무

엇보다도 다양한 분쟁상황에서 적절한 이익 대변자를 사전에 특별법으로 상

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입법을 통해 단체소송을 별도로 인정하기보

다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개정 또는 12조에 대한 확장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간명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쟁상황에 탄력적으로 대

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이 공익적 필요성, 단체의 설립목적과 활동 

경력, 사안을 다툴 적절한 자의 존재유무, 단체의 구성원이 해당 사안에 밀

접한 이해관계 및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 사안에 따라 단체의 

원고적격을 판단하도록 함이 적절하다.

51) 이와 같은 견해로 임성훈, “보조금 부정청구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제58호, 2019.
52) 이와 같은 견해로 장욱,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와 그 한계”, 법학

논고 제39권, 2012; 이은기,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부여문제”, 서강법학 제11권 

제1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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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원고적격의 확대

Ⅰ. 원고적격 확대의 필요성

최근 판례에 나타난 원고적격의 한계상황을 영국과 미국의 판례 법리에 

비추어 재해석한다면, 원고적격 이론을 정비할 실마리가 보인다. 앞서 살펴

본 설악산 케이블카 사안53)을 영국 최고법원에서 판단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의 거주민과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

정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케이블카 설치예정지역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역은 인적이 드문 산 속에 위치하여 원고 이외에 처분을 다툴 다른 존재를 

상정하기 어렵다. 둘째, 사안이 공익과 밀접하며 다수의 환경상 이익을 위하

여 법원이 이를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 사안의 경우 선로 예정지에서 법정보

호종인 식물 참배암차즈기, 만병초, 천연기념물인 긴점박이올빼미, 산양 등이 

발견되었고 향후 선로 개설시 탐방객의 수목 훼손과 식생 분포종 감소, 귀화

식물 및 노변식물 개체수 증가 등 생태계교란과 환경훼손우려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되었다. 셋째, 직업에 준할 정도로 설악산을 방문하여 보호

활동을 펴고 있는 환경운동가와 환경단체는 케이블카 설치가 설악산 생태계

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전문성과 활동경력을 갖고 있다. 

판례가 설시하는 논리는 다르나 미국 연방대법원도 영국 최고법원과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실상 손해에 대한 증명을 

거쳐 원고적격을 인정하는데, 사인이 자연환경을 누리고 즐길 여가적, 경관

적 이익에 대한 침해도 사실상 손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의 거주자라 하더라도 설악산을 방문하였거

나 방문할 계획을 통해 대상지역에 대한 여가적, 경관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사실상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소속 구

53) 서울행정법원 2019. 1. 31. 선고 2015구합13079 판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주민이 설악산에 신규 케이블카 노선(삭도)을 설치하는 설악산국

립공원계획 변경고시를 다툰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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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에게 위와 같은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대변하는 환경단체의 

원고적격도 인정된다.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보장대상 포함 및 건강보험적용이 문제된 사

안54)에서도 영국 최고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은 의사 및 사단법인 대한의사

협회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 최고법원의 경우, 경업자소

송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 또는 경업자를 해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조차 공익적 요소를 일부나마 포함한다면 절차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충분한 이익을 인정한다.55) 만약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적용이 부적절하다고 가정해 본다면 다수의 국민이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아 보험재원을 건전하게 

유지할 이익은 사회 구성원 다수와 관련된 공익으로, 법원의 해명의 필요성

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의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의사 및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소제기에 충분한 이익이 인정된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익에 대한 법원의 해명필요성’만으로 바로 원

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손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원고적

격의 범위를 확대한다.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적용으

로 한방치료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된다면 경업자인 의사의 경제적, 

영업이익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연방대법원은 장래 발생할 손해의 위험

성이 충분히 구체적이라면 사실상 손해를 인정하므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험적용을 다툴 의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나아가 구성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원고적격도 인정되므로, 대한

의사협회의 원고적격 또한 인정된다. 

54) 서울행정법원 2018. 7. 20. 선고 2017구합7806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5. 선고 2019구합 60622 판결.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여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보장대상에 포함되도록 정한 고시가 

문제된 사안, 한방물리요법인 추나요법의 건강보험적용에 관한 급여기준이 문제

된 사안이다.
55) R (The Noble Organisation Ltd.) v. Thanet District Council [2005] EWCA Civ 

782, at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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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영국 최고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일한 결론에 이르면서도 그 

논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영국 최고법원은 공익적 사안에 대한 해명필요성 

등을 들어 원고가 사안에 대해 갖는 구체적인 관련성의 논증 없이도 원고적

격을 인정하는 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안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원고의 

사실상 손해를 최대한 도출해 내는 방식으로 원고적격을 확대한다. 우리나라

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법률상 이익이라는 원고적격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영국, 미국과는 논의의 기초가 달라 영국과 미국의 판례 법리

를 곧바로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 행정소송에 

나타난 환경상 이익, 국민 보건상 이익 등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적

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유사한 문제상황에서 영국과 미국이 발전시켜 

온 판례 법리와 논증방식을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 판례에 비해 대법원이 원고적격의 범위를 계속 확

대하고는 있으나, ‘법률상 이익’을 문언 그대로 법률에 한정하고 있어 그 한

계가 뚜렷하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행정처분

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도, 이

때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았다.56)57) 그러나 근거법률에 한정하는 과거 대법원의 법리는 

56)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10360 판결. [적벽돌공장 사건] 원고는 행정청

의 처분으로 적벽돌공장이 설치된 지역 인근의 농경지 소유자 및 인근에 위치

한 세장지 소유 문중의 구성원이다. 피고 행정청은 삼림훼손허가 및 중소기업창

업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소외 회사가 임야에 적별돌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원고는 위 처분으로 농경지 및 문중의 세장지 등이 훼손되거나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산림법에 비추어 볼 때, 인근주민의 농경지나 임야, 세
장지 등 이 훼손 또는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제거되는 것과 같은 이익은 처분

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인하였다. 
57)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공장설립입지지정승인처분취소 사건] 

원고는 서울에 거주하며 공장설립예정지 인근의 토지소유자 및 위 토지에 선대 

묘 4기를 두고 공장설립예정지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자이

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신청에 따라 공장설립입지지정을 승인하여 콘크리업제

조업종의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는 공장설립예정지 인접 마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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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의 범위를 좁혀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을 부당하게 박탈하였다는 점

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 법원은 법률상 이익의 판단 근거가 되는 법

률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고적격을 넓혀왔다.

현재 대법원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

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률상 이익이 처분의 근거 법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

라, ① 근거법규가 다른 법규를 인용함으로 인하여 근거법규가 된 경우를 포

함하며, ②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지만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③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

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

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

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한다.58)

한편 환경상 이익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을 법

률상 이익을 판단하는 근거법률로 인정한다.59)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설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원고적격의 판단기준 및 원고의 증명책임이 달라지

게 되는데,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

주위 토지 및 그 지상의 묘소가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

한법률 및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여 입지지정승인의 기준 등으로 적용되는 산

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이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공업의 합리적 배

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체계

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어,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장설립예정지에 인접한 마을과 주위 토지 및 그 지상의 묘소가 분진, 소
음, 수질오염 등의 해를 입을 우려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이익은 그 입지지정

승인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8)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59)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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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추정된다. 반면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처분 전

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환

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및 침해우려를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

다.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이러한 행정청의 결

정에 사법부가 구속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60) 환경영향평가법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으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을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법원은 실제 설정된 환경

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설정되었어야’ 할 대상지역을 판단

의 기초로 삼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 보건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행정작용은 광범위하게 다수의 국민에게 

효력이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침해 여부를 단기간에 확인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환경훼손, 세금의 부적절한 사용과 같이 불이익이 대중에 분산되어 있

고 손해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 현행 대법원의 해석상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적절한 원고를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전문적 의견을 요하는 경우 해

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개인 및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할 단체가 공익적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현행 대법원 판례의 원고적

격 인정기준으로는 이러한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개정논의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

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의 원고적격 인정기준은 결

국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법률에 한정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이

60) 관련하여 김향기,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31권 제2
호, 2009, 252쪽 참조.



- 192 -

에 우리나라의 언어관용상 법률과 법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법률상 이익에서의 법률을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로 엄격하게 해석하

지 말고 ‘법질서 전체’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61) 행정소송법 제12

조의 법을 법질서 전체로 해석한다면, 법률상 이익을 ‘헌법과 법률 및 하위

법령 등 법질서 전체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 해석가능하다는 것이다.62) 

이러한 해석론에 따르면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해석론을 기

초로 현행 법제 하에서 원고적격의 인정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상의 법률상 이익이라는 문언을 헌법과 법률 및 하위법령 등 법질서 전체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 해석한다면, 사법부가 개별 사안의 성격에 따라 보

호할 가치 있는 정당한 이익인지를 판단하여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할 가능

성이 열린다. 이는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원고적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비교적 간명한 방법이다. 

그러나 해석론은 근본적으로 법 문언에 기초한다.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이라는 문언이 유지되는 한 해석론을 통한 원고적격 확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문리적 해석상 통상적으로 ‘법률’은 입법자가 

제정한 규범형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전향적으로 판례를 변경

하여 원고적격의 판단기준을 법체계 전반이 보호하는 이익으로 해석하기 위

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을 정당한 이익, 보호가치 있는 법적 이익 등으로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통해 개별적으로 원고적격을 부여함으로써 원고적격 인정범위를 

확대하자는 입법론적 접근법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자체를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의도 꾸준히 진

행되었다. 1951년 재정된 우리 행정소송법은 84년과 94년 전면 개정을 거쳤

고, 이후 개정안이 2007년과 2012년 등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임기만

료로 법안이 폐기되는 등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 

2012년 개정안은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집행정지 요건 완화 및 담보부 집행

61)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11, 283쪽.
62)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11, 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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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제도 신설, 가처분 제도의 도입, 관할지정제도 도입, 결과제거의무 규정 

신설 등 2007년 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특히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2012년 개정안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을 ‘법적 이익’으로 개정하여 2007년 개정안의 ‘정당한 이익’보다는 한

정적이나 여전히 원고적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63) 2007년 개정

안은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현안에 밀려 제대로 심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17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고, 2012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14년 법제처 심사까지 마쳤으나 후속조치 없이 폐기되었다. 이처럼 개정

이 번번이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국공법학회에서 행정소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행정소송법 개정논의는 현재에도 

계속 중이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하여 각 개정안은 ‘법률

상 이익’이라는 문언을 개정하여 원고적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

고 있다. 2007년 개정안은 ‘법률상 이익’을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으로 변경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위원회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률규정은 원고적

격에서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는 부정당한 이익과 사실상 이익을 배제하는데 

그치고, 원고적격의 인정범위는 원고적격을 둘러싼 법적･사실적 상황에 맞추

어 판례 및 학설에 의해 구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64)고 그 개정 목

적을 밝혔다. 또한 “원고적격에 대한 법률에의 족쇄를 끊기 위해서 법률상이

란 문언을 삭제해야 하나, 원고적격의 인정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라는 문언을 채택하게 되었다65)고 

하여 개정취지 및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① 침해의 직접적인 당사자보다는 ‘정당한 사회적 이익’을 원

63) 정호경, "2012년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개정방향과 주요 쟁

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9권 제4호, 2012, 231쪽.
64) 박균성,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항고소송에 관한 기타논점”, 행정소송법 개정

안 공청회 발표집, 2004, 101쪽.
65) 박정훈, “행정소송법 개혁의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3호, 2004, 4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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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적격의 인정근거로 내세우는 ‘원고외적 인사’에게 원고로서의 우선권을 내

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66) ② 누구나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

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으로써 남소의 위험이 있으며, 행정기관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감독기관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견해,67) ③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오

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기존 법률상 이익이라는 문언은 그대로 두고 법원

의 엄격한 해석을 완화할 다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68) 등의 비판의

견이 존재한다.

2012년 개정안은 ‘법률상 이익’을 ‘법적 이익’으로 개정하고자 하였다. 이

는 “오늘날 복잡한 행정현실에서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은 국민의 

공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고, 근거 법률 외의 헌법, 관련 법률, 판례법 및 

관습법 등에서 보호하는 이익도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판례 역시 근거 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서 보호되는 이익도 원고적격에 포함된다는 입장에 

있으므로 원고적격을 확대하고자 하기 위함”69)이다. 

이에 대해 이미 판례를 통해 법률상 이익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어 있음에

도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해석의 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고 법적 이익이

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자칫 원고적격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

다는 비판의견70), 취소소송의 승소 여부를 결정하는 본안에서의 심사대상은 

‘개인의 법률상 보호이익의 침해 여부’이므로 법률상 보호이익의 범위를 넘

는 법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받더라도 본안에서 

66) 김성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기타 논점에 대한 지정토론”, 행정소송법 개

정안 공청회 발표집, 2004, 123쪽. 위 견해는 원고에게 소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실체법의 내용을 보다 정밀하게 규정하여 실체법과 소송법과의 연

결고리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7) 정하중, “행정소송법개정안의 문제점”, 법률신문 (2004. 11. 4).
68) 석종현,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 법률신문 (2004. 12. 13.).
69) 정하중,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경과”,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자료, 법무부, 

2021, 7쪽.
70) 정남철,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특히 행정소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44호, 2013, 286-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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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할 것이 자명하므로, 사실상 승소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소송의 길을 열

어주는 불능(不能)적 소송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의견71)이 있다.

Ⅲ. 법적 이익의 판단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개정을 통해 사법부가 원고적격을 폭넓게 판단할 근

거를 부여할 필요성은 있으나, 만약 제12조가 ‘정당한 이익’, ‘법적 이익’ 등

으로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기준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할지는 사법부

의 판단에 달려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

다.

1. 의의

원고적격의 확대에 관한 본고의 논의는 항고소송이 객관적 법질서를 유지

하는 객관소송의 성질 또한 갖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가 보호하는 원고의 주관적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적 필요성은 있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주관적 이익을 지

닌 자가 없어 문제상황을 다툴 원고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

문이다. 나아가 원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다 소송수행에 

적합한 전문가 및 단체는 사안에 대한 직접적·주관적 이익을 증명하기 어렵

다. 

이처럼 법체계 전체의 관점에서 법적 이익을 판단할 경우, 원고적격 심사

에 있어 개별 법률인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구애받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

의 주관적 이익과 더불어 법질서 전체에서 사안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및 원고가 이를 다툴 적절한 자인지를 심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안의 공

익적 중요성 및 중대성, 침해에 대해 판단할 필요성, 사안을 다툴 다른 적절

71) 김해룡, “국민의 권리구제 확충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 방향”, 행정법학 제3권 

제1호, 2012, 121-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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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가 없는 경우인지,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원고적격과 단체의 설립목적, 

활동이력 등을 원고적격 판단에 함께 고려할 수 있다. 

2. 판단 기준

사법부는 법적 이익이라는 렌즈를 통해 사안을 들여다보며 원고와 사안의 

연결고리를 찾는다. 그런데 모든 사안에서 언제나 같은 배율의 렌즈가 사용

될 수는 없다. 원거리에서도 선명하게 원고의 법적 이익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홀로 떨어져 있어 그 누구와도 구체적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렌즈를 들이대며 세심하게 관찰할 때 비로소 이익의 연결고리가 보이는 사

안도 있다. 이에 원고가 사안에 대해 갖는 법적 이익의 판단은 문제상황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는 사안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이익을 갖는 원고가 명확하

게 존재하여 현행 대법원 판례의 원고적격 법리로도 충분히 원고적격을 인

정할 수 있는 경우이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 인인소송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은 자, 경업자 등은 원거리에서 보더라도 법적 이익이라는 연

결고리가 선명하게 관찰된다. 예를 들어 해당 회사의 존속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처분을 다투는 회사의 과점주주,72)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모집계

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처분을 다투는 기존 회원73)의 경우 해당 처분을 

72) 대법원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상호신용금고회사의 계약 전부를 소외 금고회

사로 이전하는 재정경제원장관의 계약이전결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 그 주주나 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4602 판결).
73)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은 입회승인을 받은 회원에 한하여 운영된다. 회사가 정하

는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로서 입회승인을 받은 회원은 일정한 입회금을 납부하

고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때에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회

사는 회원의 입회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예탁금회원제 골프

장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행정청의 검토결과 통보가 기존회원의 골프장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존회원이 위 통보의 취소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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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법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원고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를 다툴 적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으므로 현행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같이 원고의 주관적 이익을 고려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 

2단계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구성원이 존재하지만, 구성원의 이익

을 대변하여 단체 및 공공기관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여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소를 제기한 경우, 약사의 이익을 

대변하여 약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단체가 구성원의 이

익을 대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단체 스스로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

아 원고적격을 부인한다. 

그러나 사안을 지근거리에서 관찰하면 단체와 구성원, 구성원과 행정청의 

결정 사이의 연결고리가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는 구성원을 매개로 하여 단체에도 일정한 법적 이익을 인정하

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① 단체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단체가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성이 높고 위와 같은 이익이 단체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으며 ② 해당 처분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이 직접 영향을 받고, ③ 

단체의 활동경력, 전문성에 비추어 단체가 해당 사안을 다툴 가장 적절한 자

인 경우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 ①, ②, ③ 요건이 보다 완화될 여

지가 많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하고(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주민의 환경적, 경제적, 여가적, 보

건적 이익 등의 증진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단체

의 목적이 구성원의 이익과 밀접하며, 대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다. 나아

가 관할 구역 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지역개발사업, 자연보호활동 등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 포함되므로(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두162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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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소송의 다양한 문제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다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3단계는 다수의 국민이 손해를 입고 있으나 그 손해의 개별성을 발견하지 

쉽지 않은 일반적 불이익의 경우이다. 100의 손해가 1인에게 오롯이 발생하

는 경우가 1단계에서 논의한 상황이라면, 100의 손해가 100명에게 분산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3단계에서 문제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행정청의 온실가

스규제미비로 지구온난화 및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토지 포락의 손해가 

우려되는 사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74) 해수면 상승과 토지 포락은 국민 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오히려 

그 손해를 다툴 개별·구체적인 원고를 찾기 어려운 경우이다. 원거리에서 보

면 위 사안은 개개인과 독립된 섬처럼 떨어져 있어, 직접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 이익을 가진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렌즈의 배율을 확대하여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공동체 구성원 개개

인의 법적 이익과 가느다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중 다른 구성원보다 밀접한 관련성, 특별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

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불이익을 입게 된 자 중 해당 문제에 직업활동에 

준할 정도의 활동경험과 관심을 갖고 있거나,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사정 등

이 있다면 타인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에 ① 사안이 공익적으로 

중요하고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며, ② 원고의 활동경험과 피해상황, 전문성 

등에 비추어 원고 외에 이를 다툴 다른 적절한 자를 찾기 어렵고, ③ 위 ②

의 내용에 비추어 사안에 대한 법적 이익, 관련성이 보다 특별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일반적 불이익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적격 확대와 위법성 통제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할수록, 다양한 구성원이 행정부의 위법에 대한 논

의를 사법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된다. 사회적으로 행정부의 위법성을 통

74) Massachusetts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549 U.S. 49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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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다툴 보다 적절한 자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법부

가 마련한 토론의 장에서 법률적 검토를 받을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길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에 대한 통제는 본안심사의 강

도와 관련되어 있을 뿐, 원고적격은 본안심사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본안에서 재량의 일탈·남용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우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

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반면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제도권 내

에서 국민이 행정의 위법을 논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온

다. 만약 본안심사에서 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를지라도 위와 같은 토론과정에

서 도출된 국민의 의견은 종국적으로 행정부 내부적으로 행정을 개선할 기

회가 된다.75) 이러한 의미에서 원고적격의 확대는 위법성 통제의 계기를 넓

히는 방안이 된다.

75) 관련하여 박정훈, “행정법과 민주의 자각”, 행정법연구 제53호, 2018. 한편 행

정이 “스스로 책임과 자율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제3단계

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세 개의 

방법론적 범주”, 고시계 제44권 제11호, 1999, 8쪽;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11, 53쪽, 2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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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연구의 요약

Dicey의 법의 지배와 의회주권 원칙의 영향으로, 영국의 행정소송은 사법

과 공법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 기조 하에서 권한유월에 대한 통제를 중

심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사법심사청구소송이 신설되면서, 행정작용을 다

투는 소송이라는 의미에서의 행정소송이 도입되었고 원고적격의 요건인 ‘충

분한 이익’을 명문화하였다. 영국 최고법원은 원고의 이익, 행정청의 권한과 

의무가 지니는 성질, 위법행위의 종류, 청구의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충분한 이익’을 판단하면서도, 해석을 통해 그 범위를 확장한다. 한편 미

국에서는 1930년대 뉴딜정책과 맞물려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동기에서 원고적격 이론이 논의되었다.1) 이후 연방행정절차법 제

702조에서 원고적격에 관한 개별조문이 도입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헌법 제3조와 연발행정절차법 제702조에 대한 해석을 통해 원고적격의 인정

기준을 확립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상 원고적격 요건으로 사실상 손해, 

인과관계, 회복가능성, 제정법상 원고적격 요건으로 이익의 영역 내에 있을 

것을 들고 있다. 특히 사실상 손해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이익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일 것을 요하면서도, 환경상 이익의 침해, 장래의 

손해 등에서도 폭넓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송의 목적 및 이에 따른 결과실현에 공동체를 위한 공익

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익적 소제기로 보고, 제2장과 3장에서 

공법상 공익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영국 최고법원 및 미국 연방대법원의 

해석론과 그 변화를 검토하였다. 사인이 공익적 목적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영국 최고법원은 소송의 공익적 성격, 원고 및 원고 단체의 소송수행 능력, 

 1) Ho, Daniel E, & Ross, Erica L., “Did Liberal Justices Invent the Standing 
Doctrine? An Empirical Study of the Evolution of Standing, 1921-2006”, 
Stanford Law Review, vol. 62, no. 3, 2010, 591-6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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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단체일 경우 원고 소속 회원의 이익, 사안을 다툴 다른 적절한 원고

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한다. 특히 납

세자소송의 경우 영국 최고법원은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정도의 관련성만으로도 납세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세금을 납부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일반적 불이익에 대한 원고적격의 확대를 경계한다. 그러나 원

고가 당해 소송에서 문제되는 지역에 방문하여 환경을 오락적으로 이용하였

거나 방문 및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면 

원고의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인정하고 있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의 증명

을 요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비하여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한다. 나아가 

미국 연방대법원은 단체의 구성원 중 원고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있고 

단체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단체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단

체의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하여, 단체를 통해 문제상황을 다툴 길을 열어

두고 있다.

한편 영국과 미국은 공공기관의 공익을 위한 소제기를 폭넓게 인정한다. 

영국은 관련자소송이라는 특유의 제도를 두고 있는데, 시민이 소제기를 신청

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관련자

소송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법무부 장관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

법부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존중하여 소제기의 적절성에 대한 별도의 판

단 없이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영

국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독자적인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가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주의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한다. 

특히 Massachusetts 판결2)에서 연방대법원은 특별한 배려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의 원고적격에 대한 헌법상 요건 심사의 강도를 대폭 완화하였다. 지방자

치단체와 주의 경우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대표성

도 지니고 있다. 특히 불이익이 대중에 분산되어 있고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

 2) Massachusetts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549 U.S. 49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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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경우 이를 적절히 다툴 원고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할 지위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정할 

필요성이 높다.

한국의 항고소송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 구제와 더불어 사법부가 행정부의 

위법성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어,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적법성 통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

절한 원고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판례는 원고적격을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환경훼손, 세금의 부적절한 사용과 같이 불이익이 대중에 

분산되어 있고 손해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 현행 대법원의 해석상 원고적격

이 인정될 수 있는 적절한 원고를 찾기는 쉽지 않다. 나아가 대법원은 구성

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원고적격을 일관하여 부정하고 있고, 지방자치

단체, 법무부 장관 등 공공기관이 일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개별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현행 원고적격 기준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소송법 제

12조의 개정 및 개별 공익소송제도의 도입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다만 

특별법을 통해 원고적격을 부여함에 있어 어떠한 단체에게 원고적격을 부여

할지 그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분쟁상황에서 적절

한 이익 대변자를 사전에 특별법으로 상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나

아가 만약 제12조가 ‘정당한 이익’, ‘법적 이익’ 등으로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기준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할지는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원

고적격 기준 자체를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항고소송의 객관소송적 성격에 비추어 법체계 전체의 관점에서 법적 이익

을 판단할 경우, 원고적격 심사에 있어 개별 법률인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구애받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의 주관적 이익과 더불어 법질서 전체에서 사

안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및 원고가 이를 다툴 적절한 자인지를 심사하

게 된다. 이때 원고가 사안에 대해 갖는 법적 이익의 판단은 문제상황에 따

라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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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사안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이익을 갖는 원고가 명확하

게 존재하여 현행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같이 원고의 주관적 이익을 고려하

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다. 2단계는 구성원

의 이익을 대변하여 단체 및 공공기관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법원은 단

체 스스로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인하고 있으나, ① 단

체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단체가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성이 높고 위

와 같은 이익이 단체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② 해당 처분 등

으로 단체의 구성원이 직접 영향을 받고, ③ 단체의 활동경력, 전문성에 비

추어 단체가 해당 사안을 다툴 가장 적절한 자인 경우 구성원을 매개로 구

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공공기

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구성원의 이익과 밀접하고, 현대행정소송의 문제상황

을 다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위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3단계는 다수의 국민이 손해를 입고 있으나 그 손해

의 개별성을 발견하지 쉽지 않은 일반적 불이익의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구성원보다 밀접한 관련성, 특별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① 사안이 공익적으로 중요하고 해명

의 필요성이 있으며, ② 원고의 활동경험과 피해상황, 전문성 등에 비추어 

원고 외에 이를 다툴 다른 적절한 자를 찾기 어렵고, ③ 위 ②의 내용에 비

추어 사안에 대한 법적 이익, 관련성이 보다 특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

적 불이익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 204 -

제2절 결어

행정작용을 다툴 자격을 누구에게 어떠한 기준에서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

가 원고적격론이다.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 속에서, 행정소송

의 원고적격은 결국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개입 범위와도 깊은 관련을 맺

고 있다. 이에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할수록, 다양한 구성원이 행정부의 위

법에 대한 논의를 사법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행 대법원

의 해석에 따라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가 보호하는 원고의 주관적 이

익만을 고려한다면 공익적 필요성은 있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주관적 이

익을 지닌 자가 없어 문제상황을 다툴 원고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한다. 나아가 이익단체, 시민단체의 소송수행이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불이익

을 받을 다수자의 이익을 보다 적절히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 행

정소송에서 기존 원고적격론을 다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법상 공익소송에 관한 영국와 미국의 원고적격 이

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기

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적으로 행정부의 위법성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

고 이를 다툴 보다 적절한 자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법부가 마련한 토론의 

장에서 법률적 검토를 받을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

국은 사안의 구체적인 특성을 판례에 상세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

안의 특수한 상황과 법리를 분석하여 검토하는 것은 실무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법체계가 달라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

로 우리 법제도에 맞는 독자적인 원고적격이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필요

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원고적격에 관한 3단계 심사기준을 통해 심사방법

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개별 사례에서 심사기준의 적용방법을 더욱 깊이 

연구하는 것은 추후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제도권 내에서 국민이 행정의 위법을 

논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본안심사에서 적법

하다는 결론에 이를지라도 위와 같은 토론과정에서 도출된 국민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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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스스로 위법의 여지를 없애고, 적법을 넘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고적격의 확대는 행

정에 대한 위법성 통제의 계기를 넓히는 방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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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tanding in administrative 

actions for public interests
— In case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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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tion of standing concerns the issue of who shall be eligible to 

contest the legality of administrative actions through the judicial proces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under what standards. In line with the spirit of 

checks and balance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notion of standing is deeply connected with the scope and extent of the 

judiciary's power of review over the administra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However, finding the appropriate plaintiff in general grievance 

claims such as claims concerning environmental damage and improper use of 

taxes is quite challenging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current position 

on standing, since in such cases, the losses suffered are scattered among the 

various constituents of the public as well as difficult to specify.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has been adamantly denying the stand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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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o reexamine our preexisting theories on standing given the fact 

that having groups or public institutions stand on behalf of the interests of 

the many who suffer from generalized grievances would be more effective. 

In cases where a private individual brings a legal action for public 

interests,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is known to show 

considerable leniency in accepting standing given due consideration to the 

public nature of the action, the ability of the applicant in managing and 

sustaining the action, (and if the applicant is a group) the interests of the 

members of that group, and whether there is any other appropriate applicant 

for the case at hand. The US Supreme Court is also known to show 

considerable leniency in this regard despite their overall vigilance against the 

overexpansion of standing in generalized grievance claims, as for instance, 

it's position is to accept the existence of injury to environmental interest 

when it can be established that the plaintiff has visited and used the 

relevant area for recreational purposes, or has specified plans for visiting 

and utilizing that area. Additionally, the US Supreme Court also leaves open 

the option of allowing groups to dispute problematic situations by accepting 

the standing of groups in cases where one of the members of that group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standing, and the interest purportedly being 

protected is closely related to the object of that group. The UK and the US 

both also widely acknowledge the standing of public institutions for br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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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ctions for the vindication of public interests. In the United Kingdom 

for example, the attorney general is able to make a claim for public 

interests through its unique system of Relator Actions, and the British Local 

Government Act also allows local government to bring an action in its own 

name on the behalf of the interests of its inhabit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standing of States are widely accepted when the State makes a claim 

for the benefit of its residents. 

In the case of Korea, there has been a long standing discourse on the 

issue of revising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introducing individual public interest actions due to the acknowledgement of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andards for the establishment of 

standing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However, a clear solution is yet to be 

revealed as to under which new standards should standing be established. 

This dissertation purports to introduce standard for expanding the boundaries 

of locus standi. It is not bound by the specific applicable laws and other 

related law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standing, since, 

the existence of legal interest would determined in light of the entire legal 

system. Further, given the nature of appeals suits as poss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objective litigation, the existence of standing would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subjective interests of the plaintiff along with 

whether the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ase in light of the entire legal 

system, and whether the plaintiff is the appropriate person to dispute such 

subjective interests. When engaging in this analysis, the degree of relevance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case is categorized into three levels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In particular, in cases where many among the 

public are suffering from generalized grievances but it is difficult to discern 

the individual specificity of the harm suffered(level 3), the existence of 

standing may be established if the case possesses importance in te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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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terests and there is a necessity of investigation into the matter, and 

if no other  person can be found who is appropriate to bring the claim.   

Keywords : Expanding Locus standi, Public Action, Standing, Injury in fact, 

Judicial Review, Sufficient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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