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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제기된 기후소송의 수는 

2200여건을 넘어섰다.1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 법원 및 국가기관에 제출된 사건들을 살피고, 기후소송

이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 작동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난점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소송’이란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사안에 대하

여 권위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 본고에서 다루지 않은 해

외 주요 사건들은 ‘김선희, 기후변화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윤세종, 기후위기에서 사법부의 역할’

을 참고하도록 한다. 

1. 기후소송의 의의

기후소송의 개념 

기후소송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

을 묻는 소송이다. 특기할 점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 자체보다, 소송을 제기함

으로써 관련 정책∙제도를 개선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에 초점

을 둔다는 것이다.2 원고를 모색할 때는 당사자 적격을 갖추는 것에서 나아가, 당해 소송을 통해 전달하고

자 하는 메시지의 대표성을 띨 것을 고려한다. 소 제기 시점도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결정 시기를 염두에

두고, 가장 효과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소송 전후의 맥락을 조성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후소

송을 전략적 소송으로 일컫는다.

기후소송의 유형은 크게 국가를 상대로 제기되는 공법소송과 기업을 상대로 제기되는 사법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공법소송은 기후변화 관련 입법 및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과 특정 사업에 대한 처분을 다

투는 소송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예로는 네덜란드 우르헨다(Urgenda) 사건, 독일의 노이바우어

(Neubauer) 사건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영국 히드로(Heathrow) 사건을 들 수 있다. 사법소송

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상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배출 감축을 요구하는 형태로, 네덜란

1 https://climate-laws.org/ (최종방문일: 2023. 2. 23.) 
2 Maryam Golnaraghi, Joana Setzer, Nigel Brook, Wynne Lawrence, Lucia Williams, Climate Change Litigation – Insights into the evolving 
global landscape, The Geneva Association, April 2021,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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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로열 더치 쉘(Royal Dutch Shell)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3 이외에도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

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사업 또는 제품을 친환경으로 광고하는 그린워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기후소송의 역사 

초기 기후소송은 주로 미국과 호주에서 제기되었으며, 정부를 상대로 환경 기준의 제고를 주장하는 행정소

송의 형태였다. 최초의 기후소송은 1990년 로스앤젤레스시 등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을 상대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설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

평가법(NEPA)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건으로 여겨진다.4 2000년대 중반 이후 유럽 국가들로 기후소송이 확

장되었으며, 정부에 대하여 기후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소송과 기후변화에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 대하여 불

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그 갈래가 나뉘었다. 2015년에는 파리협정의 채택과 우르헨다 사건 1심 승소

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소송의 증가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5 

파리협정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나아가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목표 하에, 5년 단위로 당사국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여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6 각국은 NDC 수립 후 지속적인 이행 노력을 해야 하며,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다음 NDC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우르헨다 사건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우르헨다는 네덜란드 정부에 대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에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제기 당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2020년 
말까지 17% 감축할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우르헨다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네덜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민법상 주의의무 및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심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의 민법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항소법원은 유럽인권협약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는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부적절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이 위법하며, 정부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의무가 있고, 각 국가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7 

3 윤세종, 기후위기에서 사법부의 역할 –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을 중심으로, 공익과인권 통권 제22호, 2022, 16-17면. 
4 강한 기자, “화석연료사용 규제하라” 지구촌 기후소송 1700여건, 법률신문, 2020. 3. 5. (출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9967). 
5 Maryam Golnaraghi, Joana Setzer, Nigel Brook, Wynne Lawrence, Lucia Williams, Climate Change Litigation – Insights into the evolving 
global landscape, The Geneva Association, April 2021, p. 17. 
6 https://overseas.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최종방문일: 2023. 2. 23.) 
7 김선희, 기후변화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2021, 98면. 



 
 

국내에서는 2020년 청소년 기후 헌법소원을 필두로, 2021년 바이오매스 행정소송, 2022년 바로사 가스전 

투자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등 다양한 형태의 기후소송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기후소송의 증가 배경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진 점을 꼽을 수 있다. 구글코리

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구글 인기검색어 종합 및 뉴스부문 검색어 순위 1위는 ‘기후변화’였

다.8 2022년 서울 폭우, 이상 고온 및 저온, 한파 등 극단적 기상현상을 기후변화와 연결하는 언론보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도로, 정부의 일회용 컵 사용 규제, 비닐봉지 유

상판매 등의 조치 역시 기후변화 대응의 맥락으로 도입되었다. 시민들의 관심과 달리, 우리나라는 높은 화

석연료 의존도, 탄소 다배출 산업구조로 인하여 2016년 4대 기후악당국으로 꼽힌 적도 있으며, 2021년 기

준 탄소배출량 규모는 세계 10위, 1인당 탄소배출량은 OECD 국가 중 5위를 기록하였다.9 이와 같은 이유

로, 시민들은 기후소송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8 성은숙 기자, 국내에서 주목한 '기후 변화', 올해 구글 검색 1위 기록, 뉴스펭귄, 2022. 12. 8 (출처: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68). 
9 김규남 기자, 한국 ‘기후 악당’ 될 셈일까…탄소배출량 10위, 책임의식은 실종, 한겨레, 2022. 12. 9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1005.html). 

http://climatecasechart.com/non-us-case/kim-yujin-et-al-v-south-korea/
http://climatecasechart.com/non-us-case/kim-yujin-et-al-v-south-korea/
http://climatecasechart.com/non-us-case/kand-v-ksureandkexim/


 
 

2. 기후소송 사례 
 

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사건 
 

청소년 기후 헌법소원 

 

사실관계 
 

녹색성장법 제42조 제1항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2020년 3월 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은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2022년 3월 25일 녹색성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 법령 또한 위헌이라는 이유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추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감축목표로 한다’고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추가 신청서 

제출 당시 청구인들은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기후보호법상 특정 조항들에 대하여 일부 

위헌결정을 내린 점을 참고하여 위헌사유에 대해 비교법적 검토를 제시했다. 

 

이하에서는 현재 효력이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노이바우어 사건 

주로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상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불충분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2031년 이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탄소예산 소비에 관한 미래세대의 비례적 권리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의 전반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과잉침해로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법규명령에 위임한 조항은 의회유보의 사항에 대한 
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주요 쟁점 
 

헌법 제75조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의회유보원칙을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하한선만을 정하고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법규명령에 위임한 점에 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인 온실가스에 대한 전 국가적∙중장기적 배출한계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요한 사항임에도 이를 의회가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헌법 제10조 제2문은 개인의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제11조는 평등원칙을 정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하여는,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미래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탄소예산에 

대한 비례적 배분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두지 않은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배한 것이며,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통해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사전에 과도하게 제한 및 침해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법 제8조에서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집행보장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두지 않은 것이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집행을 법률상 방치하여 미래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결과 및 의의 
 

2020년 3월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같은 해 11월에는 중학생 2명이, 2021년 

10월에는 환경단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이, 2022년 6월에는 태아 및 영유아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위 청소년 기후 헌법소원 사건을 통해 국내에서도 소송을 통해 기후위기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으며, 시민들에게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 기업/사업에 대하여 제기된 사건 
 

바로사 가스전 투자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사실관계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호주 북부 티모르해에서 가스전을 시추해 추출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를 통해 호주 

육상 시설에 보내는 사업으로, CCS 기술을 이용하여 LNG를 생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은 호주 에너지기업, 일본 전력기업, 그리고 국내 가스기업인 S사가 합작하여 개발하는 신규 가스전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37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여, 2025년부터 20년간 가스 

생산예정에 있었다. 한편, 공적 금융기관인 A사와 B사는 당해 가스전 사업에 대하여 금융제공을 하기 위해 

국내 가스기업 S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위 사업이 시행될 경우 전과정에서 배출될 온실가스 양은 1,350만 톤으로 추정된 바, 2022년 3월 위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 위하여 한국 청년 기후활동가, 사업 시행지 인근 주민, 현지 과학자를 채권자로 하여 

A사와 B사의 투자계약 등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었다. 

 
주요 쟁점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A사와 B사는 설립목적상 국가기관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발∙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자연환경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바, 신청인은 환경권에 기하여 A사와 B사가 당해 가스전 

사업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205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인 중 사업 시행지 인근 주민은, 당해 가스전이 설립되어 발생할 오염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업 부지에 대한 방해배제를 주장하였다. 

 

국가재정법 제100조 제1항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및 재정지원을 받는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누구든지 증거 제출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천연가스에 대한 신규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공식적 발표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CCS 기술의 불확실성 및 낮은 경제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추후 S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A사와 

B사는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 

 

특히 A사와 B사의 금융제공이 이뤄지고 위 사업이 착공된 이후에는, 투입 비용과 타 금융기관 및 호주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점, 환경이 파괴된 후에는 이를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비추어 금융제공 시점에서 계약체결 가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었다. 

 

관련 법령 

□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8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결과 및 의의 
 

2022년 5월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헌법상 환경권이 사법상 권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A사 및 B사는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의사를 밝힌 상태에 불과한 점, 다른 방법으로 

자금이 조달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점,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호주에서의 사법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가 남아있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금융지원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 호주 선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 분명하고, 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막대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유감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위 결정 이후, 다시 한번 호주 현지에서 위 가스전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고, 그 결과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산토스 대 티파칼리파 사건 
 

사실관계 
 

티위 섬(The Tiwi Islands)은 바로사 가스전 사업 예정지와 138km 떨어져 있어 거주지역 가운데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원주민 므누피(Munupi)족이 이곳에 전통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므누피족 

원로인 티파칼리파(Tipakalippa)는, 호주 에너지기업 T사가 시추 환경계획 승인을 위하여 호주 법령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자신 또는 므누피족의 일원과 협의해야 함에도 협의하지 않은 후, 환경계획을 호주 

해안석유환경청(NOPSEMA)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추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22년 6월 티파칼리파는 호주 해안석유환경청 및 T사를 피고로 하여 환경계획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요 쟁점 

 

호주 해안석유환경청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 석유 사업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해양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추 등을 위한 환경계획을 승인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해안석유환경청은 제10A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제출한 환경계획을 승인해야 하며, 동조 제(2)항에서는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통지절차를 정하고 있다. 제10A조에서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일정한 협의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구체화하는 제11A조 (1)(d)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환경계획에 따라 “기능, 이해관계, 활동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조직” 모두와 협의를 해야 한다. 

 

위 사건에서 T사는 원고 및 그 일족인 므누피족과 협의를 결여한 환경계획을 제출했는데, 

해안석유환경청은 제10A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T사의 환경계획을 승인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또한 그 전제로서, 원고 일족이 제11A조 

(1)(d)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조직에 해당하므로, T사는 이들과 협의를 하고 협의사실이 포함된 

환경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원고 일족이 T사의 의무적 협의 상대방이라면, 

해안석유환경청은 이를 결여한 것에 대하여 별도 보완을 요구하거나 승인거부 통지를 하지 않고 승인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결과 및 의의 
 

호주 연방법원은 1심10 및 2심11에서 거듭하여, T사가 해양 석유 및 온실 가스 저장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시추환경계획을 제출하였으므로, 해안석유환경청의 T사 시추환경계획승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특히 항소심 법원은 원고 일족을 T사의 의무적 협의상대방으로 인정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원고의 부족이 

티위 섬 가까이에 있는 해양 자원에 대해 가지는 이해관계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라고 판시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주민 유산 보호법과 같은 입법 및 선례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티위 

섬의 원주민들이 전통적인 ‘해상국가(Sea country)’ 등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포함한 인근 해양에 대해 

갖는 문화적 연결성에서 유래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12 

 

이 판결은 므누피 족의 전통적인 해양과 문화적 연결성으로부터 법률상 이해관계를 도출함으로써, 개발 

사업주체인 T사에 대하여 므누피 족과의 법률상 협의의무를 인정하였다. 그 귀결로, 호주 법원은 행정청인 

해안석유환경청의 환경계획승인을 무효화하고, 행정청의 승인에 기초하여 이미 진행 중이던 시추 역시 

중단하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후 2023년 1월 한국에서는, 위 가스전 사업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결정한 공적 금융기관 A사와 B사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가 이뤄졌다. 

 

 

 

 
10 FEDERAL COURT OF AUSTRALIA (Judgment of: BROMBERG J), Tipakalippa v National Offshore Petroleum Safe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 (No 2) [2022] FCA 1121, 21, 2022년 9월 21일자 판결, 
(https://www.judgments.fedcourt.gov.au/judgments/Judgments/fca/single/2022/2022fca1121). 
11 FEDERAL COURT OF AUSTRALIA (Judgment of: KENNY, MORTIMER AND LEE), Santos NA Barossa Pty Ltd v Tipakalippa [2022] FCAFC 193 
2022년 12월 2일자 판결, 
(https://www.judgments.fedcourt.gov.au/judgments/Judgments/fca/full/2022/2022fcafc0193). 
12위의 Santos NA Barossa Pty Ltd v Tipakalippa [2022] FCAFC 193 판결, 68행 참조. 



 
 

다. 그린워싱 사건 
 

CO2 Free LNG 광고 
 

사실관계 
 

S사는 2021년 3월 바로사 가스전에 대한 최종투자의사결정을 공표하고,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에 14억 

달러를 투자하여 2025년에 LNG 상업 생산을 개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S사는 위 사업을 통해 

CCS 기술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탄소중립 LNG를 생산할 것이라고 광고하였다. 

 

기후솔루션은 2021년 12월 당해 광고가 표시광고법과 환경기술산업법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에 각 신고를 진행하였다. 

 
주요 쟁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10 제1항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S사의 계획에 따르면 당해 사업에서 생산되는 LNG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35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가운데 210만 톤의 이산화탄소만을 인근 가스전에 저장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이는 생산∙수송∙소비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인 1,350만 톤 중 15% 정도에 불과했다.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은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배출되는 양과 흡수되는 양을 상쇄하여 순배출량이 영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당해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LNG를 생산할 수 없음은 명백하였다. 

 

또한, 당시 CCS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S사의 계획대로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체를 

포집할 수 없었다. 위 사업과 같이 대규모로 천연가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CCS 

적용 사례는 호주 셰브론(Chevron)사가 진행한 고르곤(Gorgon) CCS 사업이 유일했는데, 당해 

사업에서는 이산화탄소 이동 및 저장 문제로 인하여 기존 계획량의 1/3만을 포집하는 데 그쳤다. 

 

이와 같은 CCS기술의 불확실성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체 포집하여 제거할 수 없었던 계획에 비추어, 

당해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2. 14.] [법률 제19226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
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
라 한다)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결과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광고가 현재 판매되는 제품이 아닌 향후 생산계획에 관한 것이며, 제품의 구매자가 

S사의 계열사에 한정되어 일반 소비자의 직접적인 거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반면, 환경부는 소비자 인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증자료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세히 

안내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후 S사는 해당 광고를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위 사건은 화석연료 그린워싱에 대한 국내 첫 신고사례로, 화석연료를 친환경적으로 광고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역할을 촉구하는 발단이 되었다. 또한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환기할 수 있었다. 

 

 

 

 

 

 

 



 
 

탄소중립 윤활유 광고 

 

사실관계 

 

S사는 2022년 9월 탄소중립 윤활유 제품을 판매할 것에 대하여 보도자료, 홈페이지, TV 등을 통해 

광고를 시행하였고, 10월부터는 제품 판매를 개시하였다. 광고의 주요 내용은 당해 윤활유 제품이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구입하여 탄소배출량을 제로화한 제품이라는 것이었다. 

 

기후솔루션은 2022년 10월 당해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하였다. 

 
주요 쟁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S사가 당해 제품을 탄소중립으로 만들기 위해 구입한 탄소배출권은 조림사업에 기반하여 발급된 

배출권으로서, 식재한 나무의 수명 및 조림사업 기간에 한정되어 탄소를 격리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영구적으로 탄소를 격리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배출권 구입으로는 탄소중립 

제품이 될 수 없었다. 

 

자발적 탄소배출권에 대하여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인증 기준이 부재하며, 국내에도 관련 법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실질적인 탄소감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당해 

배출권을 발급한 민간 인증기관인 Verra의 인증관리체계 대하여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당해 배출권의 발급 기반이 된 조림사업은, 자발적 탄소배출권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없었더라도 

경제적 요인으로 목재 및 펄프 생산을 위한 조림사업지가 되었을 것이므로, 자발적 탄소배출권의 

핵심요소인 추가성13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S사는 당해 조림사업을 통해 흡수되는 온실가스가 780만 톤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 구입한 

탄소배출권의 수치 및 탄소감축량은 표시하지 않았다. Verra의 배출권 등록부에서 별도로 검색해야만 위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S사가 발급받은 배출권은 115톤으로 780만 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자발적 탄소배출권의 한계 및 온실가스 감축량의 과장을 이유로, 당해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13 추가성이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현상 유지(business-as-usual)에 비해 탄소감축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자발적 탄소배출권으로 
인한 인센티브 없이는 당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것을 의미한다. 즉, 탄소배출권 사업이 탄소감축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2. 14.] [법률 제19226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
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결과 및 의의 
 

위 사건 이후 환경부는 표시∙광고 위반 조사를 실시하여 S사에 행정지도를 내렸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린워싱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 또한 환경

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

으며, 동일한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다. 당해 광고와 제품 판매는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위 사건을 통해 현행 자발적 탄소배출권 제도의 한계를 알리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구체적 정

보 제공 의무를 확인하였으며,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3. 기후소송의 전망 
 

국내 기후소송의 난점 

 

우선, 사법접근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국내 소송법은 일반적으로 소 제기권자의 자격을 매우 좁게 인정하고 있다. 권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

닌 경우 원고가 되는 것은 어려우며, 특히 시민단체가 공익적 차원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다. 시민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적, 경제적 제약을 감안하였을 때, 원고적격은 기후소송

을 비롯한 공익적 목적 소송의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이와 달리, 오르후스 협약에 따라 유럽 등 국가들은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영국과 미국은 판례에 따라, 독일은 법으로 환경단체 소송을 인정하고 있

다.14 나아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매우 제한적인 공공기관의 조치만을 소송 대상(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처분의 상대방만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경우 권리구제의 관문이 더욱 

좁다. 

 

만일 법원에서 적법한 원고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제대로 사건의 당, 부당을 판단하지 않고, 

자격미달로 ‘각하’ 판결을 내린다. 흔히 이야기하는 패소, ‘기각’의 경우에는, 법원이 상세한 판결이유가 포함

된 판결을 하므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반면 각하판결을 받는 경우 해당 원고가 소

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이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다. 그 결과 좁은 원고적격은 공익적 사안에 

관한 시민의 사법기관 접근을 제약하는 실질적 장벽이 되고 있다. 다양한 기후소송에서 여러가지 법적 주

장과 근거가 다투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정보접근에 어려움이 크다. 

 

정부나 기업의 책임 소재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기후 리스크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 등 문제제

기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기후정보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시의 인센티브가 없다. 예를 들면, 국내외 탄소배출사업의 주된 자금원인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은 금융지원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지 않는다. 결국 소를 제기하는 측에서 

별도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투자 대

상 기업 측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기업의 경우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고안에 따라 기후리스크 대응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등 공시를 하는 상장기업

이 일부 있기는 하나, 기업의 자율에 맡겨진 사항으로 공개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아울러, 

해당 기업의 공시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현재 법적 조치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정보를 요청할 방법이 없다. 

 
14 이채빈 기자, 기후변화發 환경권 침해···“법·제도 손질해야”, 환경일보, 2020. 11. 3 (출처: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6680). 



 
 

즉, 정보가 기업 측에 매우 편재되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소 제기를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또한 

정보 편재에 따라 기업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기초로 기업에 유리한 판

결을 하게 될 소지도 크다. 

 
기후소송의 전망 
 

향후 기후소송의 동향은, 양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기후소송 사례가 증가 15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 예측한다. 질적으로는 기후소송의 당사자와,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다양해질 것이다. 

 

먼저, 당사자 측면에서 살핀다. 

 

국가의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기후 정책 또는 법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최근 기후소송의 70% 이상을 차지

했다16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 정책 및 법제에 대한 불만족은 앞으로도 국가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기업을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 대상이 

화석 연료 기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17, 이후에도 금융, 운송, 중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을 상대로 제기되는 기후소송이 증가할 것이다. 일례로 호주에서는, 한 연기금 가입자가 2018년에 연

기금 운용 기관을 상대로 기후변화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

다18. 또한, 기업들의 친환경 마케팅 광고 내용의 진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도 늘어나며, 그린워싱 소송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 예측한다. 

 

다음으로, 근거 법리 측면에서 살핀다.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사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2019년 석

유회사 로열더치쉘(Royal Dutch Shell)을 상대로, 불충분한 온실가스 배출 또는 기업 차원의 감축 목표 설

정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

은 로열더치쉘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리 협정상 기후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감축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19. 또한, 미국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2014년에 하버드 대학의 총장과 재원·기금운영 담당자 등

을 상대로,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투자는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므로 수탁자 책임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

을 제기하기도 했다20. 공적∙사적 기관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할 의무가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

 
15 Joana Setzer, Catherine Higham,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2 snapshot,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June 2022, p. 9. 
16 상동. 5면. 
17 상동. 14면. 
18 Nassim Khadem, Mark McVeigh is taking on REST super on climate change and has the world watching,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2020. 1. 18. (출처: https://www.abc.net.au/news/2020-01-18/mark-mcveigh-is-taking-on-rest-super-and-has-the-world-
watching/11876360). 
19 윤세종 변호사, 헤이그 법원, 온실가스 배출 불법행위 첫 인정, 리걸타임즈, 2021. 7. 7. (출처: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56). 
20 정유진 기자, 하버드대 학생들, “화석연료 사업에 학교기금 투자 막아달라” 소송, 경향신문, 2014. 11. 21. (출처: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1411211410581#c2b). 



 
 

에서, 주의의무에 근거하여 제기되는 기후소송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또한, 공급망 실사, 기후정보 공

시의무 등의 법제화 논의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21, 기후변화 관련 법제가 신설되면 이

에 기반한 기후소송도 증가할 것이다. 

 
 
 
 
 
 
 
 
 
 
 
 
 
 
 
 
 
 
 
 
 
 
 
 
 
 
 
 
 
 
 
 
 
 
 
 
 
 

 
21 박근우 기자, 2023년 ESG 이슈 전망, EU ‘탄소국경조정세·공급망실사의무화·공시’ 시행, 녹색경제신문, 2023. 1. 12. (출처: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0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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