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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도네시아는 기후 변화에 취약하고 자연재해도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이다. 또한 인
도네시아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는 동시에 국내 환경오염
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2009년 ｢환경보호관
리법｣에 대한 연구이다. 본 법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환경평가의 규정이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개정을 거듭하면서 환경 규제와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
화되고 있다. 환경과 관련한 불법 행위들을 처벌하거나 환경으로 인한 피해에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제기권은 중요하다. 인도네시아는 민법 제1365조의 손해 배
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입증책임이 원고에 있어 환경 피해자들이 구제책을 구하기
가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적 오염자를 미리 방지하기도 어려워진다는 특징이 있
었다. 2009년 이후 모든 시민이 환경오염에 대한 소송제기권을 가지게 되었다. 지역사
회 및 NGO의 환경관리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경향이고 의회가 선도적으로 환경분
야의 법정책을 선도할 필요도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환경보호관리법｣ 제87조 제1항을
통해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도 실현시킬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1982년부터 환경 부문
에 있어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도입하였다. 다만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
건 상 ‘중대한 영향을 일으킨 활동’에 대해서는 판례상 사안별로 축소해석이 되기도, 확
대해석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공익소송 제기권은 1997년 환경관리법에
서부터 적용되었다. 제38조 제2항의 구제방법, 환경단체의 허용범위 등이 불명확함은
법제의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분야에서의 국제 사회와 협력을 촉진하는 조
항이나 해외 투자유치 등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을 통해서 보강해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인도네시아, ｢환경보호관리법｣, 소송제기권, 무과실책임의 원칙, 공익소
송, 오염자부담의 원칙

1) 본 연구는 녹색기술센터 주요사업[[C20211]녹색ㆍ기후 기술협력을 위한 국제 및 국가정책ㆍ제도 분석연구:UNFCCCㆍIPCCㆍ
SDGㆍCPS를 중심으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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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도네시아는 저지대와 작은 섬 지역을 가진 국가로서, 해수면 상승과 극한 기후 변화
의 위협을 받고 있다.2)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식량 및 물 안보에 영향을
받고 있고 산림 벌채로 인한 환경 오염도 심각하다.3) 인도네시아는 빈곤 감소에 필수적
인 경제 개발과 환경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건강한 환경을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적 권리로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국가, 정부, 이해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개
발과 환경보호 및 관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할 의무가 있
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에 환경 부문의 규제 및 집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에 분
리되었지만 서로 연결된 두 부서를 통합하여 환경 산림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MOEF”)를 설치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천연자원을 가진 국가
이자 동시에 자연재해도 많은 국가로서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환
경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9년에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보
호관리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다. 인도네시아 환경법은 총17장 127개 조문 및 조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5장의 환경영향분석 및 평가 관련 규정들은 우리나라 기
업인들이 인도네시아 산업 인허가 취득 시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
도네시아 ｢환경보호관리법｣의 조문과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가 되었지만 소송과 관련한

경보호관리법｣의 소송제기권과 실제 소송상의 쟁점을 살펴보고 원칙과 경향을 분석하려
한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 민법상의 손해배상과 소송제기권, 그리고 ｢환경보호관리
법｣제90조를 분석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제소적격, 무과실책임의 원칙, 공익소송에 관
한 환경소송 사례 분석과 법령해석을 통해 인도네시아 ｢환경보호관리법｣을 분석한다.

2) 인도네시아 기후 변화 정책은 빈곤 퇴치와 배출 감소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온실 가스의 가장 큰 배출원 중 하
나이며, 대부분의 배출은 토지 이용 변화와 이탄 및 산불로 인해 발생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인구의 10 % 이상이 빈곤층이다. 정부
는 2025년까지 이 비중을 4%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강력한 기후 정책은 그러한 노력을 방해 할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파
리 기후 협약 (Paris Climate Agreement)에 대한 약속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사업별 기준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29%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9년 이래 인도네시아 정부는 배출량을 줄이고 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서약을 했다. 그러나 빈곤을 줄이고 경제발전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려는 욕구는 그러
한 국제적 약속의 이행의지를 다소 약화시킬 수 있다.
3) Wynne Prasetyo, Environmental law in Indonesian: Recent and possible future changes, 2016(https://www.lexolo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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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도네시아 ｢환경보호관리법｣의 소송제기권
1. 인도네시아 민법상 손해배상
환경 소송은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인 시각에서 환경 소송의
일차적인 목표는 문제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책을 얻는 것이다. 환경
소송에서 찾는 행위의 원인과 구제책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다. 일반적인 법적 구제책은
배상을 통한 것이며, 특히 소송 당사자가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는 활동으로 인하여 직접
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고통을 받는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관련 민
사 사건에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주요 법적 근거와 적용은 조금씩 다르다.4) 인도네시
아 민법(Civil Code) 제1365조에서는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법에 반하는
모든 행위는 과실이 있는 자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할 의무를 지닌다.’5)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법한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6)가 성립되어야 한다. ‘법에 반하는’
행위 혹은 부작위는 제정법에 반하거나, 개인의 권리에 대한 죄를 함의하거나, 혹은 특
정 상황에서 정당한 주의를 불이행한 것일 수 있다.7) 과실은 대개 주관적 및 객관적 요
소 모두를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주관적으로 어떠한 개인은 자신이 행한 행위의 의
미와 본질을 분명 이해하고 있었어야 한다. 또한 법에 반하는 행위 혹은 부작위를 행할
때 고의적 의도 혹은 부주의가 있었어야 한다.8) 객관적으로 과실은 동일한 상황에서 합
리적 개인이었다면 잠재적 피해를 예상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행동을 했을 수 있다. 과실
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객관적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피해 혹은 손실은
유형의 손실(material loss)과 무형의 손실(immaterial loss)9) 모두를 일컬을 수 있다.
인과관계는 문제의 행위가 문제의 손해에 대하여 가장 밀접하고 실질적인 원인이었다는
4) DAVID NICHOLS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in Indonesia, ChapterⅡ: Environmental litigation in Indonesia; Legal
framework and overview of cases, 2009, p.66.
5) Hardjasoemantri, Koesnadi, Hukum Tata Lingkungan, Yogykarta, Gadjah Mada University Press, 1992, p.358.
6) 첫째, 문제의 행위가 법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행위를 한 자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셋째, 피해 혹은 손실이 있어야 한다. 넷째, 행위와 문제의 피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Nusatara, “Sengketa
Lingkungan Dan Masalah Beban Pembuktian” (paper presented at the Prosiding Diskusi DuaHari “Masalah-Masalah
Prosedural dalam Penyelesaian Sengketa Lingkungan”, Jakarta, 1989), p.57.
7) Paulus Effendie Lotulung, Penegakan Hukum Lingkungan Oleh Hakim Perdata(Bandung: PT Citra Aditya Bakti, 1993),
pp.19-27
8) M Ramdan Andri, “Masalah Ganti Kerugian Dalam Penegakan Hukum Lingkungan Secara Perdata”, Jurnal Hukum
Lingkungan, no. 1, 1999, p.2.
9) 무형의 손실은 누군가의 건강 혹은 삶의 향유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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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함의한다.10) 민법 제1365조와 관련한 입증책임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11) 환경 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파악은 원고의 입장에서 곤란할 수 있다. 오염
의 결과에 따른 개인의 손실은 복합적인 피해자 사슬과 관련이 있는데, 이 사슬의 대다
수 단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전문가의 과학적 증언이 법률 판단에 있어 인과관
계를 판단함에 필요하다. 또한 오염은 대개 다양한 배출원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특정 피
고의 행위가 문제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명제를 성립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유죄를 입증
할만한 증거는 오염 배출 기업이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로 숨길 수 있다.12) 환경 소송 입
증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을 지는 등의 복잡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면서 승소의 확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다수
사건에서 오염 혹은 환경 손상의 피해자는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취약 사회 부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좀처럼 부담할 여력이 없다. 민법
제1365조에 있는 ‘과실 책임’의 법적 구조로 인하여, 환경 피해자들이 구제책을 구하기
가 어려워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적 오염자를 미리 방지하기도 어려워진다.13) 입증
을 역으로 부담하게 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 가능할 것이다.14) 그러나 민법 제1365조
와 관련한 입증 부담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진다는 것이 이미 확립된 법이
다. 민법에서는 규정된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입증을 역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예
를 들어, 민법 1367(2)조 및 1367(5)조 부분에서는 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관련한 사건에
서 입증의 역부담을 수립하고 있다.15) 법원은 환경 분쟁에서 민법에 근거한 입증의 역부

맞추어 원고에 지어진 부담을 제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배분 균형은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10) DAVID NICHOLSON, op. cit., p.74.
11) 입증에 대한 부담은 원고에 있지만, 판사는 사법(justice) 요건에서 사건마다 입증에 대한 부담을 다르게 배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재량을 지닌다.
12) WALHI, Gugtan Dan Jawaban : Proses Peradilan Masalah-Masalah Lingkungan, Jakarta, 1991, p.6.
13) 이 점에 대해서는 Andri, Masalah Ganti Kerugian Dalam Penegakan Hukum Lingkungan Secara Perdata, Jurnal Hukan
Lingkungan Ⅴ, no. 1, 1999, pp.1-13.
14) Siti Sundari Rangkuti, “Beberapa Problematika Hukum Lingkungan,” Jurnal Hukum Lingkungan 1, 1995, p.54.
15) 제1865조 BW, 제163조 HIR, 제283조 R.Bg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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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제기권
2009년도 ｢환경보호관리법｣에서의 소송제기권이란 개인, 단체, 조직 혹은 정부 기관
이 원고로서 법정에 나와 피고에 의해 침범된 자신의 권리 회복 혹은 자신이 피해를 입은
바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다. ｢환경보호관리법｣
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제 및 보장된다. 이러한 권한
은 개인 청구인, 환경 기구(NGO) 청구인, 집단 소송, 정부 청구인, 시민 소송16)에 모두
부여된다.
정부의 소송 제기 권리는 생태계 손실을 초래한 활동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피
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얻기 위해 민사책임을 요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은 1997년도의 구법인 ｢환경관리법｣ 제23호 1997년도(이하 ｢
환경관리법｣이라 함)의 규제 대상이다. 동 법에서는 다음을 명시한다. “지역사회가 환경
오염 혹은 피해로 인해 지역사회의 기본 생활에 영향을 받는 식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 환
경 부문에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은 해당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17)
｢환경보호관리법｣의 내용에서는 “환경 업무 소관의 정부 및 지방 정부 기관에는 환경
손실을 가하는 환경 오염 및 피해를 초래한 사업장 혹은 활동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 및
특정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이 주어진다.”라고 정부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환경보호관리법｣와 1997년 구법 간 차이는 기본적으로
소송의 목적에 있다. 현재의 ｢환경보호관리법｣에서는 정부가 고소하는 목적으로서, 환
경 손실의 결과로 이어지는 환경 오염 혹은 피해를 초래한 활동에 대해 손해 배상 및 특
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구법에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정부의
권리가 환경 피해로 인한 지역사회의 고통에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여기서 문제는 정부
와 지방 정부가 대중을 대표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환경보호관리법｣에서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는 더 이상 지역사회를 대표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시민
에 부여한다.18)
16) Nurul ListiyaniㆍM. Yasir Said, Political Law on the Environment: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File Litigation in Law Number 32 Year 2009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Resources 2018, v.7 no.4,
2018, p.4.
17) Law Number 23 Year 1997 on Environmental Management. Available online: http://jdih.menlh.go.id/(accessed on 21
September 2018).
18) Nurul ListiyaniㆍM. Yasir Said, op. cit.,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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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보호관리법｣ 제90조 (1)항의 법적 근거
환경 소송의 원고 적격에 대한 명확한 표현은 1997년도 환경 관리에 관한 법 제23호의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19) 숲, 바다, 강 등 환경에 존재하는 자연 자원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에도 권리가 주어진다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발전해오면서 입법에도 반영되었
고, 자연 사물의 권리는 누군가가 대변해주어야 하며, 이 경우 비정부 기관(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 환경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
기 시작했다.20) 또한 환경법의 집행 권한은 정부가 지니고 있지만, 환경법에서는 NGO
가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환경 기구들은 적극적이고 핵심적인 역할
을 맡아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이행하도록 국가를 감독할 수 있다.21) 인도네시아에서
는 1998년에 인도네시아 환경 포럼(Wahana Lingkungan Hidup Indonesia, 이하
“WALHI”라고 한다)22)이 카르타 중앙 지방 법원에서 5개 정부 기관(투자조정위원회
(BKPM), 산업부, 산림부, 국가인구환경부, 수마트라 북부 지방 정부의 장)과 PT IIU23)
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적인 발견 사항들을 제시함에 따라 원고 적격에 대한 인
식24)이 생겨났다.
인도네시아의 법체계에서 환경이 환경권이라 불리는 권리를 갖는다고 확언하며 법적
보호를 보장한 것은 법제사적으로 의미가 있었고, 특히 환경 분야에서 공공의 권리, 정
치적 시민 권리의 침해에 대항하여 지역사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였다.

와 같이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시민을 위해 청정하고 건강한 환경을 주창할 수 있
도록 지역사회 및 NGO가 환경 관리에 참여하는 것은 감독권의 이용을 계획하고 이행하
는 시작할 때 매우 중요하다.25)

19) Findley, R.W. Environmentasl Law in a Nutshell; St. Paul Minn: London, UK, 1988
20) Salim, H. Hukum Pertambangan Mineral dan Batubara; Sinar Grafika: Jakarta, Indonesia, 2014 ; Saleng, A. Hukum
Pertambangan; UII Press: Yogyakarta, Indonesia, 2004. 참조
21) Puluhulawa, F. Substansi Hukum tentang Pengawasan Izin pada Usaha Pertambangan. Pelangi Ilmu 2010, 3, 2010,
p.148.
22) 1980년에 창설된 인도네시아의 환경 운동 비정부기구
23) 인도네시아의 대형 펄프 제지 기업인 PT Inti Indorayon Utama의 약자
24) 일부 학자들은 NGO의 법적 위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가 사법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법정에서
법적 주체로서의 행위 시 엄격한 제재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계의 주장도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25) Nurul ListiyaniㆍM. Yasir Said, op. cit., p.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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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이하, ‘1945년 헌법’)에서는 양호하고 건강한 환경
이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의 인권이자 헌법상 권리라고 명시한다.26) 따라서 인도네시아
의 환경이 그 근원을 유지하고 인도네시아 국민과 기타 생물 자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 정부 및 모든 이해당사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현할 때 환경 보호 및 관리에 대
한 의무가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의 환경은 국가의 책임 원칙, 지속 가능성의 원칙 및 정
의의 원칙에 따라 정당히 보호 및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신중의 원칙, 환경 민주주의,
분권화, 지역 문화를 인정하는 데 기반하여 환경 정책을 집행해야 하고 이를 통해 경제
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이익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의회의 정치적 결정을 시작으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발전시키는 방식도 중요할 것이다.27)
환경법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법의 규정과 민주주의28)의 이념도 중요하지만 환경 관
리 원칙에 근거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29)
인도네시아의 환경법 및 환경정치 발전을 위한 출발점으로써 기본이 되는 규범은
1945년 헌법 서문의 4번째 문단30)이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문
구에서 근간으로 함의된 바는, 국민의 모든 생계 원천을 보호하여 보편적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계의 원천은 바로 자연 자
원과 환경을 말하는 것이며, 기본 개념으로서 그 의미는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
제33조 제3항31)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으로 환경법의 정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으
나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과 “인류의 최대 번영”이라는 문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환
경법 정치가 이때 최초로 언급된 점을 알 수 있다.
1945년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 제33조 제3항에서는 정치법을 ‘국가 경제의 맥락,
즉 보편적 복지 제공 목적에서 자연 자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라 명시하고 있다. 일반 원
칙 또는 일반 규범으로서 헌법이 갖는 본연의 속성에 따라, 환경 관리법의 환경적 개념
26) The 1945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vailable online: http://jdih.menlh.go.id/ (accessed on 20
September 2018).
27) Hartono, S. Politik Hukum Menuju Satu Sistem Hukum Nasional; Alumni: Bandung, Indonesia, 1991.참고
28) Abdul Hakim Garuda Nusantara는 인도네시아의 정치법의 지향점을 1945년 헌법 서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민주주
의와 사회 정의 원칙에 근거한 국법의 이상(ideal)에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다(Nusantara, A.H. Politik Hukum Indonesia. In
Mahfud. MD. Membangun Politik Hukum, Menegakkan Konstitusi (p. 15); Rajawali Press: Jakarta, Indonesia, 2011) 참조
29) Akib, M. Politik Hukum Lingkungan: Dinamika dan Refleksinya Dalam Produk Hukum Otonomi Daerah; Raja Grafindo
Persada: Jakarta, Indonesia, 2012. 참고.
30)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과 국가의 전체 영토를 보호하고 공공복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국가의 정부를 구성한다.”
31) “지구와 물과 여기서 포함된 자연 자원은 국가가 관리하여 국민의 최대 번영을 위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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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 조항에서 표현된 바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국가가 관리” 및 “국
민의 최대 번영을 위해 사용”이라는 구문은 국가가 자연 자원의 관리자임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 국가는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켜 지속 가능한 방식에서 번영을 달성할 책임을 지
닌다는 것이다.
1945년 헌법이 2000년 8월 18일의 제2차 개정과 2002년 8월 10일 제4차 개정을 거친
이후, 환경 관리의 법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헌법 내용상 개념에서 일면은
법적인 환경 관리 정책이다. 개인의 환경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개인이 자신이 영향을 받는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된다. 둘째,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국가에 요구하는 기반이다.32) 일
반적인 법제만으로는 환경 정책에 대한 충분한 규제가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헌법 수준에서 규제하여 시민들에게 확실성을 부여하고 환경 자체적으로 권리를 방어하
면서, 국가는 이러한 요구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특수한

환경 헌장들을 한 데 묶어 환경 관리 분야에서 국가의 의무 및 지속 가능 개발의 패턴을
반영하는 헌법도 있고 환경 규범이나 개발의 패턴과 방향을 인식하지 않는 헌법도 있
다.34) 결국 1945년 인도네시아 헌법의 제2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환경 관리에서 주관
적 권리를 인식하며, 동 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환경과 지속 가능 요소들
의 존재를 인식한다. 그리고 양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지닐 권리는 2009년 ｢환경보호관
리법｣에 반영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정부 및 모든 이해 관계자들은 지속 가능 개발

하고 인도네시아 국민과 기타 생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닌다. 2009년 ｢환경
보호관리법｣은 1945년 헌법의 2차 개정 이후 시행되었는데, 견고한 거버넌스에 기반하
여 환경 보호와 관리의 시대를 연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보호 도구 혹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각 과정과 법 집행에는 투명성, 참여, 책무, 정의의 측면이 통합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정부의 소송 제기 권한은 생태계 손실을 초래한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민사책임
32) 헌법을 통한 환경 보호에서는 모든 시민에 대하여 자신의 환경권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 같은 권리
를 국가가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에 의무를 지우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
33) Asshiddiqie, J., Green Constitution: Nuansa Hijau Undang-Undang Dasar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45 Raja
Grafindo Persada: Jakarta, Indonesia, 2009
34) Santosa, M.A. Greener Constitution. in M. A. Santosa. Alam Pun Butuh Hukum dan Keadilan, p.23.
Asa Prima: Jakarta, Indonesia, 2016; Santosa, M.A. Demokratisasi Pengelolaan Sumber Daya Alam. In Lokakarya
Reformasi Hukum di Bidang Pengelolaan Sumber Daya Alam,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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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여 환경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얻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환경보호관리법｣의 제90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환경보호관리법｣의 조항
들을 해석해보면 환경 손실이 의미하는 바를 사유 재산이 아닌 환경에 대한 오염 혹은 피
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로 정하여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35)

4. ｢환경보호관리법｣ 제90조 (1)항과 ｢환경보호관리법｣의 원칙 및 목적
환경법은 초기 단순한 법이었고 민사적 측면을 포함하였으나,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
에서 다양한 삶의 측면에 개입하는 형태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법이 발전하면
서 국가 행정법으로 변화하였다. 국가의 역할에서의 변화의 경우, 국가의 기능이 야간
치안과 같은 기능에서 복지 기능으로 전환하는 현대 국가의 탄생과 함께 나타났다. 이
같은 기능상 변화에 따라, 환경 부문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관리하는 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 관리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방대해질수록 환경 행
정의 법적 내용은 더욱 광범위해지게 된다.36)
환경법 자체에 포함된 가치를 분명히 제시하고 이행하는 데 환경 규제는 근본적인 부
분이다. 이에, 특히 환경 관리 분야에서 법은 정부 정책의 기초라 결론지을 수 있다. 따
라서 환경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은 정부의 관리 권한에 대한
규범을 이행하는 것이다.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 제33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는 지구, 수자
원 및 토양에 포함된 천연자원을 관리한다. 이 같은 관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환경을 규
제하고 관리할 권한을 지닌다. 환경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법과 환경 정책 간 연관은 국
가 개발 절차의 일환이다.37) 인도네시아의 환경 관리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지닌다. 따
라서 오염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거나 손상되는 경우, 국가는 오염 또는 손상을 초래한
활동을 한 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
35) Nurul ListiyaniㆍM. Yasir Said, op. cit., pp.6-8.
36) Susanto, A.F. Hukum dan Cosilence Menuju Paradigma Hukum Konstruktif Transgresif; Reflika Aditama:Bandung,
Indonesia, 2007
37) Minister of Environment Regulation Number 7 Year 2014 on Environmental Losses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or
Damage. Available online: http://jdih.menlh.go.id/ (accessed on 22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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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관리법｣의 제90조 제1항에 규정된 “정부의 소송”은 동 법의 제87조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 ｢환경보호관리법｣ 제87조 제1항에서는 타인이나 환경에 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환경 피해의 형태로 법을 위반한 활동의 모든 책임자가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및 특정 대책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관리법｣ 제87조 제1항
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는 조항이다. 법정은 환경 오염자에 손해 배상액을 지불
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특정 조치38)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 배상은 환
경 피해에 따라 활동에 책임이 있는 자 혹은 사업장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나아가 ｢환경
보호관리법｣의 제90조의 규정에서 “1.환경 사안에 책임이 있는 정부 및 지방 정부 기관
은 환경 오염 또는 환경 손실을 초래하는 피해를 일으킨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소송을 제
기하여 손해 배상 및 특정 조치를 요구할 권한을 지닌다.
2. 나아가, 제1항에서 언급된 환경 손실에 관한 추가적인 조항을 장관 규정으로 규정
할 수 있다.”로 명시한다.
｢환경보호관리법｣의 제90조 제1항에서 “환경 손실”이 의미하는 바를 사유 재산이 아
닌 환경에 대한 오염 혹은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로 정하고 있다. 반면 “특정 조치”
가 의미하는 바는 오염 및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다.39)
｢환경보호관리법｣ 제90조 제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손해 배상에 관한 추가 조항은
“환경 오염 및 피해로 인한 환경 손실에 관한 2014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환경부 장관 환

Number 7 Year 2014 on Environmental Losses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amage)(이하, PermenLH 제7호/2014)에 의하여 규정한다. PermenLH 제7호
/2014의 제1조 제2호에 따르면, 환경 손실은 사유 재산 외부의 환경 오염 혹은 피해로 발
생하는 손실이다. 이어 PermenLH 제7호/2014의 제3조에서는 환경 손실이 몇 가지40)를
38) 조치 명령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폐기물 처리 장치를 설치하거나 보수하여 폐기물이 특정 환경의 질 표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함. b) 환경 기능 복원, c) 환경 오염 혹은 피해의 원인 제거.
39) Nurul ListiyaniㆍM. Yasir Said, op. cit., p.9.
40) a. 폐수, 대기 배출, 위해 및 독성 폐기물질의 관리에 대한 의무를 전부 혹은 일부 수행하지 않은 결과로 환경의 질 기준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이 초과함에 따른 손실
b. 현장 검증, 실험실 분석, 전문가, 환경 손실 지불 이행에 대한 감독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환경 분쟁 해결(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이행 비용의 변제로 인한 손실
c. 오염 및 환경 피해를 다루고 환경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의 대체에 따라 손실
d. 생태계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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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1) 이들 조항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 정부는 사유 재산이 아닌
환경의 손실 결과로 이어지는 환경오염 및 피해를 초래한 활동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및
특정 조치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 즉, 민간이 소유하는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환경
보호관리법｣의 제90조에 근거한 민사 소송에 대하여 관계자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또
한 환경에 피해를 가한 행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민간 소유자인 경우에는 특정 조치,
즉 예방 조치 및 환경 기능 복원을 통해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특정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의 당사자 혹은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모든 비용을 사업장 및 행위를 담당하는 자가 부담하게 된다.
｢환경보호관리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법 위반, 오염 또는 환경 피해, 사람
및 환경의 손실, 사업 책임, 손해 배상액 지불 및 특정 조치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치가 ｢환경보호관리법｣의 제87
조 제1항에 명시된 요소들을 충족해야 한다. 제87조 제1항에 언급된 법 위반은 “환경오
염 또는 피해” 형태의 법 위반이다. 오염이나 환경 피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환경 청구를
제기를 위한 충분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환경에 피해를 초래하는 법
위반에 근거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손해 배상액을 지불하고 특정 조치를 이행할 의
무를 지닌다.42) 이 외에 소송 제기 절차와 관련한 추가적 내용은 ｢환경보호관리법｣의 제
87조 제1항의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는다. 현재 절차는 민법(Book of Civil Code)의 제
136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 바에 근거한다. “다른 이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동은 그릇됨으로 손실을 발생시킨 자가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의
무를 지닌다.” 따라서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행동이 불법이고, 가해자가 유죄여야
하며, 손실이 있어야 하고, 행위와 손실 간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
어야 한다.43)
｢환경보호관리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민법 제1365조가 환경 형법 집행
과 관련이 있으므로, ｢환경보호관리법｣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는 ｢환경보호관리법｣
제98조 및 ｢환경보호관리법｣ 제9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41) Hayati, T. Eram Pertambangan di Bawah Rezim Undang-Undang Nomor 4 Tahun 2009 Baru Huku; Yayasan Pustaka
Obor Indonesia: Jakarta, Indonesia, 2015
42) Nurul ListiyaniㆍM. Yasir Said, op. cit., p.10.
43) Effendi, A. Penyelesaian Kasus Pencemaran dan Aspek Hukum Lingkungan. Risalah Hukum Magazine, Faculty of

Law Universitas Mulawarman: Samarinda, Indonesi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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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환경보호관리법｣ 제98조 및 제99조는 오염 및 혹은 환경 피해의 형태에서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재산범죄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보호관리법｣의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에서 규정된 기타 범죄는 재산범죄에 근거
해서도 형을 선고받는 가해자가 형식 범죄의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제
외하고 손해 배상에 적용될 수 없는데, 해당 범죄 행위가 오염이나 피해로 인한 어떠한
결과도 요하지 않는 형식 범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환경 범죄의 가해자가
허가 없이 폐기물을 투기하고 폐기물 투기로 인해 ｢환경보호관리법｣ 제9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환경 오염이 초래되어 ｢환경보호관리법｣의 제104조 혹은 제98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는다. 혹은 산불의 형태로 환경 범죄를 저지르고, ｢환경보호관리법｣ 제98조에 규
정된 바와 같이 환경 오염 및 피해가 초래되면 형을 선고받는다.
한편 환경 손실은 ｢환경보호관리법｣의 제90조 제1항의 설명에 근거하여 사유 재산이
아닌 환경에 대한 오염 및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다. 따라서 오염 및 환경 피해로
인한 활동에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 배상액을 부담해야 한다. 오염 및 환경 피해가 사적
으로 소유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오염 혹은 피해에 대한 예방 조치 및
대책의 형태로 특정 조치를 이행하고 환경 기능을 복원하여 환경에 대한 오염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한 부담을 진다. ｢환경보호관리법｣및 2014년 환경부 장관 규정 제7
호에서는 사적 소유의 환경 내 환경오염 혹은 피해로 인한 환경 피해를 규정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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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도네시아 환경 소송상의 쟁점과 원칙
1. 원고 적격 문제
1982년 인도네시아 환경관리법(Indonesian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EMA’)에서는 원고 적격의 사법적 재심에 대한 기반을 제시하는 중요한 여러 법률 원칙

44) Nurul ListiyaniㆍM. Yasir Said, op. cit.,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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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환경 피해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1982년 EMA 제20조 제1항에는 “생활 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오염시키는 자는 양호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자에게 손해 배상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였다. 제20조 제1항은 민법 제1365에서와 같이 ‘과실’에 대한 개념을 명시적
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법률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조
항은 제1365조를 환경 맥락에서 특화45)하여 재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과 인과관계
의 요소를 함의하여 아우른다고 보고 있다.46) 나아가 제40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 각각
의 대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부 및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는 3자 간 팀이 피해에 대한
고소 및 결정을 조사하는 데 관한 사항을 제시한다. 3자 간 팀을 통한 조정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소송으로 갈 수 있다.47)

1982년 EMA 제20조와 관련한 사례로 1989년의 사미둔 시토루스 등(Samidun
Sitorus et al.) PT 인티 인도라욘(PT Inti Indorayon)사건이 있다. 제20조 제2항에 따
른 오염에 대한 사전 정부 조사의 필요성은 위의 원고 적격과 관련하여 논의된 인도라욘
분쟁에서 발생한 환경 소송과 관련하여 법적 장애물이었다.48) 이 소송에서는 인도라욘
공장으로 인한 오염에 따라 고통을 받던 아사한(Asahan)의 지역 주민들이 배상을 청구
하였다. 소관 법원에 따라 피해의 유형과 범위, 그리고 손해 배상과 복구를 구하는 절차
에 대하여 팀의 사전 조사를 요구하는 제20조에 근거하여 동 청구는 기각되었다. 특정
시간 내 만장일치의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사안에 재판을 걸어야 한다.
지역 정부 기관이 대개 오염 청구 조사를 꺼리는 점을 볼 때, 실제 사례에서 손해 배상에
대한 법적 청구를 제기하기 전 3자 간 조사에 대한 법적 요건들은 청구인의 사법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였다.
다음으로 1982년 EMA 제20조와 관련한 사례로 1991년 PT 사라나 수리아 사크티
(Sarana Surya Sakti) 사건이 있다.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재 문제는 PT 사라나 수리
아 사크티 사건에서 수라바야(Surabaya) 지방 법원의 결정에서 고려되었다.49) 동 사건
45) 특별법 우선의 원칙(lex specialis)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46) 민법 제1365조 및 1982년 EMA 제20조 기반 책임에 근거한 과실은 1982년 EMA 제21조 및 1997년 EMA 제35조에서 제정하
는 엄격한 책임의 체계(과실보다는 위험에 근거)와 차이가 있다.
47) 제20조 제2항 해설
48) 판결 번호 154/pdt.G/1989/pn.mdn. 헤로포에트리 아림비(Heroepoetri arimbi)1994a:1에서 발췌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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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손해 배상 청구는 PT 사라나 수리아 사크티 공장의 아연 및 크로뮴 폐기물로 인해
지하수 및 마을 우물이 오염된 데 대하여 템복 투쿠(tembok Dukul) 주민들이 제기하였
다. 수라바야 지방 법원은 제20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3자
간 팀을 통한 중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20조에서
는 손해 배상에 대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중재의 선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방침으로서 중재를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동 사건의 결정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손해
배상에 대한 모든 청구 전에, 명시된 중재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PT 사라나 수리아 사크티 사건에서 법원의 논리는 사실에 근거했을지라도
정당화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법원으로 청구가 제기되기 전과 후의 모두에 대하여 법원
의 요청에 따라 광범위한 정부 추진의 중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또한 지역사회가 오
염에 대해 제기한 혐의는 공식 정부 기술팀의 조사로써 입증되었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데 대하여 당사자들 간 합의가 있었다.50) 그러나 중재 시도 및 공식 조사의 결과는 법원
결정의 고려 사항에 분명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은 후속 발언을 통해 제
20조 제2항에 이행 법률의 언급이 부재하였고, 이에 해당 조항을 해석 혹은 적용하기 어
려웠다는 점을 밝혔다.51)

2. 무과실책임의 원칙

법
제

면서, 환경적으로 위험한 활동에 대하여 다수의 사법권에서는 ‘무과실 책임’을 집행하게
되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과실’의 요소가 배제된다. 따라서 피고가 고의 혹
은 과실 없이 문제의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 있다. 피고가 문
제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행위로 원고에 대한 손실이 초래되었음을 원고가 증명하
는 것으로 충분하다. 피고의 주관적 혹은 객관적 ‘과실’은 무과실 책임의 목적에 따라 무
관하다. 과실의 요소를 밝히는 데 내재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과실이 배제됨에 따라 원
49) Sarana surya sakti, 1993. 판결 번호 373/pdt.G/1991/pn. Sby.
50) 왈리코타마디야 케팔라 데라 팅카트 ii(Walikotamadya Kepala Daerah tingkat ii)가 PT 사라나 수리아 사크티 관리자에게 1990
년 10월 25일자로 보낸 서한
51) M Toha, “Sulitnya Menjerat Sang Pencemar,” Forum Keadilan, 2 September 1993,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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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대한 입증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할 때, 무과실 책임은 잠재적으로 사법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인다.52)
인도네시아의 1982년 EMA는 최초로 환경 부문에서의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도입하
였다. 그러나 추가적인 이행 규정이 동 원칙을 적용하는 데 필요하였음에도 이후 전혀
제정되지 않았다. 이후 1997년 개정 환경관리법의 35조에서는 무과실 책임에 대하여 자
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위해 및 독성 물질의 사용 및 생산으로 환경에 대해 대규모의
중대한 영향을 일으킨 사업 및 활동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결과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
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즉시 손해 배상할 의무와 함께 무과실 책임53)을 진다.54)
1997년 개정법에서는 ‘대규모의 중대한 영향’을 정의하지 않으나, 이 용어는 ‘환경에
대한 대규모의 중대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사업장과 활동 계획이 환경 영향 분석
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한 동 법 제15조 1항에서도 사용된다.55) 이에 함의적으로 모든
사업장과 활동은 환경 영향 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에 착수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결과적인 오염 혹은 환경 피해 발생 시 무과실 책임의 대상이 된다. 사실
상 광범위한 적용이 되는 것이다.56) 환경 관리법에서 ‘대규모의 중대한 영향’을 정의하
지 않으나, 제15조 제1항에 대한 해설에서는 활동의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판단할 때 다
수의 기준57)을 사용한다고 명시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무과실 책임 원칙에서는 과실의 요소를 배제하므로 원고에 대
한 입증의 부담이 경감된다. 스스로 무과실 책임을 면제받기 원하는 피고에게는 제한적
인 변호만이 가능하다. 피고의 사업장 혹은 활동이 문제의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피고가
증명할 수 있거나 원고가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 무과실 책임이 명확히 적용되지 않을
52) DAVID NICHOLSON, op. cit., p.82.
53) 따라서 제35조에서는 다음의 3가지 상황에 무과실 책임을 적용한다.
1. 사업장 혹은 활동이 환경에 대규모의 중대한 영향을 일으킨 경우
2. 사업장 혹은 활동에서 위해 및 독성 물질을 사용한 경우
3. 사업장 혹은 활동에서 위해 및 독성 물질을 생산한 경우
54) 제35조 제2항에서는 무과실 책임의 적용에 대한 여러 예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오염이나 환경 피해가 자연 재난, 전쟁, 인간
의 제어 범위 밖의 드문 상황 혹은 제3자의 행위에서 기인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을 때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3자의
행위에서 기인한 경우, 무과실 책임은 환경 피해에 책임이 있는 해당 제3자에게 적용된다.
55) 제15조 제(1)항에 대한 해설에서는 환경 활동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다수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영향 범위의
사람 수, 영향 지역의 규모, 영향의 강도 및 지속 기관, 영향을 받는 기타 환경적 요소들의 양, 영향의 누적 속성 및 영향의 가역성
혹은 비가역성
56) 동 조항에 대한 보다 구속적인 해석은 아래에서 논하는 라구나 만디리(laguna Mandiri) 사건의 고등 법원에서 제시하였다.
57) 이러한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사업장 및/혹은 활동 계획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 영향을 받는 지역의 규모, 영향의 강도 및
지속 기간, 영향을 받는 기타 환경 요소들의 양, 영향의 누적 속성, 영향의 가역성 혹은 비가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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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58) 환경 관리법 제35조 제2항에는 추가적인 변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인
간 제어 범위 밖의 상황에 의한 자연 재난이나 전쟁 혹은 환경오염이나 피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59) 제35조는 범위가 넓으며 사업에 대한 접근성
을 촉진하는 데 잠재적 영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고려된 사건이 매우 적다
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논하는데, 이 중 하나의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무과실 책임의 문제가 거론된 경우이다. 대표 소
송의 경우와 같이, 법원이 무과실 책임을 적용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론에 대한
친숙도와 이해 부족일 수 있다.60)
1998년 라구나 만디리(Laguna Mandiri) 사건은 환경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이슈도 있었다.61)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1997년 7월에서 11월 사이 고의로
피운 불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번져 원고의 지역사회 내 대규모 작물과 농가를 파괴
하였다고 주장한 것을 상기할 수 있다. 여기서 원고는 기타 여러 사안 중에서도 피고가
행한 화전(火田)이 원고의 생계를 대표했던 작물, 나아가 생태계 피해 등 환경에 대한 대
규모의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환경 관리법의 제
3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손실에 대하여 피고가 무과실 책임이
있으며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1365조에 근거하여 코타 바루
(Kota Baru) 지방 법원의 손해 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무과실 책임의 이론은
인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손해 배상으로 1억 5천만 루피아를 지불하고 예방 대책

신(Banjarmasin) 고등 법원은 무과실 책임의 문제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
장을 기각하였다. 해당 법원에서는 제35조에 대하여, 해당 조항이 유해 독상 물질의 사
용 혹은 유해 독성 폐기물의 발생으로써 환경에 대한 대규모의 중대한 영향을 낳는 산업
에만 적용된다는 축소 해석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제35조는 세 개의 상황 범주에 적
용된다기보다는 두 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라구나 만디리 사건에서 피고
가 산업 기업이라기보다는 농장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련의 활동에서 해당 물질

58)
59)
60)
61)

제35조 2항에서 인과관계는 명시적 변론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제35조 제1항의 문구에 내포되어 있다.
해설에서는 제3자의 행위를 ‘불공정한 경쟁 혹은 정부 과실의 행위’로 규정한다.
DAVID NICHOLSON, op. cit., p.82.
판결 번호 09/pdt.G/1998/pn.K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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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무과실 책임이 적용될 수 없었다. 표면적으로 해당 조항의 어
구 자체는 이 같은 엄격한 해석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입안자가 무과실 책임
을 세 개보다 두 개의 상황에 엄격히 적용하고자 의도한 것이라면, 해당 조항은 다르게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62) 또한 ‘대규모의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구는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환경 관리법에도 사용된 것이며 동 조항의 광범위한 이해를 돕는 식으
로 정의를 제시한다. 현재 제35조 관련 법적 해석에서도 또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별
개의 상황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적용하여 광범위한 해석을 취하고 있다.63)

3. 공익소송
환경단체가 공익 소송(Public Interest Litigation)을 제기할 법적 권리는 1997년
EMA 제38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38조 제1항은 “동반자 원칙(partnership principle)에
일관하여 환경관리의 책임 이행 체제에서 환경 기구는 환경 기능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지닌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38조 제2항에서는 환경 환경단체가 제기
할 수 있는 소송의 정확한 본질을 명문화한다. 해당 조항에서는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특정 조치를 취할 권리에 대한 요구로서, 지출 및 실제 경비 외 모든 손해 배
상 요구를 제외’하는 것에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97년 환경 관리법에 대한 해설에서는, 제38조에 따라 환경단체가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특정 대책’의 세 가지64) 하위 범주를 설명한다. 따라서 제38조 제2항에 따라 환경
단체는 환경 피해 복구를 강제하는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나아가 해설에서는 환경단체
가 요구할 수 있는 ‘지출 혹은 실제 경비’에 대하여 ‘환경단체가 사실상 부담한 것으로 입
증할 수 있는 지출’이라 언급한다. 해설에서는 모든 구제 방법을 목록으로 명료히 제시

62) DAVID NICHOLSON, op. cit., pp.82-83. 반자르마신의 고등 법원에서 채택한 제35조 관련 엄격한 축소 해석은 해당 조항을 다
음과 같이 이해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대규모 영향을 발생시키고 위해 독성 물질을 사용하고/사용하거나 위해 독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및/혹은 활동의 책임 당사자는 환경 오염 및/혹은 피해의 발생에 따라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해 무과실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접속사 ‘및’이 아닌 접속사‘및/혹은’을 포함한 것은 제35조에
포함된 세 개의 범주가 각기 독립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63) Koesnadi Harjasoemantri, “Strict Liability(Tanggung JawabMutlak)”(paper presented at the Lokakarya Legal Standing &
Class Action, Hotel Kartika Chandra, Jakarta, 1998, p.7.
64) 1. 법원에 어떠한 개인이 환경 기능의 보존과 연계하여 특정 소송(legal action)에 착수한다는 명령을 신청
2. 어떠한 개인이 환경에 대한 오염 혹은 피해로써 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진술
3. 사업장 및/혹은 활동을 한 개인이 폐기물 처리 장치를 설치하거나 보수한다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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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않으나, 이 같은 사실이 참이라는 점을 언어적 표현으로써 제시한다.65) 해설에
서 제시된 잠재적 구제 방법 목록에는 어떠한 개인이 환경에 대한 오염 혹은 피해를 초래
한 조치를 행할 것을 금하는 명령적 속성의 지시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러
나 이는 계속적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법적 조치’로 설명되는 경우 하위 범주의 범위에
은연중 포함되며, 규제 기준에 대한 준수가 요구되어 법적 결과가 의도되는 경우에 그러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구제 방법에서 오염 활동을 속히 중단하는 절차가 부족한 점
또한 결점이다.66)
환경단체가 환경 이익을 대신하여 환경 피해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를 배제할 경우, 잠재적 오염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공익소송의 잠재적 영향이 현저히 약
해진다. 제34조 제1항에서 ‘타인에 대한 혹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지니는 오염 및
혹은 환경에 대한 피해의 모든 불법 행위는 해당 사업 및 활동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손해 배상 및 특정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조항에서는
오염 배출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환경의 피해 혹은 오염의 경우, 무엇보다 해당 당사자
가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여 명시적으로 의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오염자의 손해 배상에
대한 의무가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할 때 환경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에서 환
경단체가 배제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해당 손해 배상을 정부의 어느
대상이 요구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명시하는 행정적 혹은 규정적 계획이 부재하다.
신뢰할만한 정부의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환경단체가 환경 이익을 대신하여 소송함

경 정화에 드는 비용의 배상을 환경단체가 요구할 수 있도록 제38조 제2항에서 허용한
기존의 범위는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치 않은데, 환경단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자금
을 확보한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항상 가능하지 않
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법과 실질적 근거에서 환경단체에 대하여 가능한 구제 방법
의 배제는 제34조의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제38조 제1항 내 환경 이익의 대표로서 환경
단체를 인식하는 것 모두에 일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67)

65) 해설(elucidation)은 공식적으로 법의 일부는 아니지만, 법의 해석을 위해 우선적으로 참고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66) DAVID NICHOLSON, op. cit., p.89.
67) 위의 조항을 마련하는데 가능한 모델이 제시된 네덜란드의 민법에서는 잠재적 구제 방안으로서 손해 배상이 배제되는 데 이러한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DAVID NICHOLSON, op. cit.,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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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인도네시아의 ｢환경보호관리법｣은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환경평가의 규정이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2009년 이후 환경 규제와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등도 강화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 행위들을 처벌하거나 환경으로 인한 피해에 민사적인 소송
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제기권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민법 제1365조의 손해
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입증책임이 원고에 있다. 대다수 사건에서 오염 혹은 환경
손상의 피해자는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취약 사회 부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절차와 관련된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에 환경 피해자들이 구제책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적 오염자를 미리 방지하기도 어려워진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1997년의 환경관리법에서는 환경소송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사회를 대표했지만 2009년 이후 모든 시민이 소송제기권을 가지게 되었다. ｢환경보호관
리법｣제90조와 관련한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및 NGO의 환경관리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
되고 실제로 이행될 때 인도네시아의 환경권 보장에 일익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도네
시아의 환경법제는 헌법상 환경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국민복지도 중요한 목표로 삼
고 있다. 이에 환경 분야에서는 의회가 선도적으로 법정책을 통해 환경 보호와 관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언한다. 인도네시아의 ｢환경보호관리법｣도 민사적인 측면을
포함한 단순한 법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 환경행정법으로 개정되어 왔다. 정부가 환
경오염을 일으킨 사업자에 대한 조치나 규제가 강화되었고, 동법 제87조 제1항을 통해
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도 실현시킬 수 있다.
한편 1982년 인도네시아 환경관리법제에서는 EMA 제20조로 인해 제3자 간 조사 내
지 조정, 합의 등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인도네
시아는 1982년부터 환경 부문에 있어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도입하였다. 다만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 상 ‘중대한 영향을 일으킨 활동’에 대해서는 판례상 사안별
로 축소해석이 되기도, 확대해석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공익소송 제기권
은 1997년 환경관리법에서부터 적용되었다. 제38조 제2항의 구제방법, 환경단체의 허
용범위 등이 불명확함은 법제의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관리법｣은 인도네시아 환경기본법으로 볼 수 있다. 국가 공간 계획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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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정68)이나 인도네시아 형법69)에도 기후 및 환경과 관련한 조항이 있다. 연계된
조항들과의 균형있는 발전도 요구될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의 경제적 조치
에 대한 조문이 구체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환경 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70)과 투자
유치에 대한 법개선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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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가 공간 계획에 관한 정부 규정(Government Regulation on National Spatial Planning (PP 13/2017 – RTRWN))상의 지속가
능한 개발을 위해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KLHS))가 필요하다(These are Regulations and Bills
Regarding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Affecting the Indonesian Climate Crisis(2019.9.24.)
(https://icel.or.id/en/issues/forestry-land/these-are-regulations-and-bills-regarding-natural-resources-and-the-enviro
nment-affecting-the-indonesian-climate-crisis/))
69) 인도네시아 형법(Criminal Code Bill(RKUHP))에서는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환경 범죄 처벌이 다소 어렵다. 이 법안의 환경 범죄
조항은 여전히 불법 행위 요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기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환경오염원인자는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변명을 할 수 있다. 부패척결위원회 개정법률(Law on Amending the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KPK Law))은 허가 시스템의 부패한 거래로 인한 환경 피해의 비율을 막는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KPK
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환경 범죄 조사와 척결에 어려움이 있다(https://icel.or.id)
70) 인도네시아 관료들은 또한 인도네시아의 공공 기금 관리, 투명성 및 책임에 관한 질문이 인도네시아가 받는 국제적 원조를 제한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공 서비스 기관(Badan Layanan Umum)을 설립하여 환경 보전
프로젝트에 자금을 관리, 채널 및 감사한다. 결과적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되어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기
구의 자금을 유치할 수도 있다.
Mervyn Piesse, Indonesian Climate Change Policies: Striking a Balance between Poverty Alleviation and Emissions
Reduction,
2018.9.18.
(http://www.futuredirections.org.au/publication/indonesian-climate-change-policies-striking-a-balance-between-povert
y-alleviation-and-emissions-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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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Management
Act of Indonesia
- Focused on the Rights of Litigation and the Principle in
Litigation
Kim Minchul
Senior Researcher, Green Technology Center

Indonesia i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In addition, the
Indonesian government has join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response
climate change. Indonesian government implement various policies on domestic
environmental pollution. This is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management
act of Indonesia . This Act specify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rule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With repeated revisions,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 law are also being strengthened. The right to sue is
important to punish illegal activiti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Indonesian act stipulates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Article 1365 of the civil code,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burden of proof is in the plaintiff. Since 2009,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file lawsuits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Community and NGO's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management tends to be legally guaranteed. It is important that
congress take the lead in environmental legal policies. The polluters pay principle can
also be realized through Article 87(1) of Environmental Protection Management Act.
Since 1982, Indonesia has introduced the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in the environmental
sector. Under the requirement to apply the principle, the “activity that caused a
significant impact” was reduced or expanded by case-by-case basis. The right to file a
public interest litigation has been applied since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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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And uncertainty of Article 38 has room for revision. In addition, efforts will be
needed to amend clauses promoting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climate sector and attracting overseas investment through related laws.
Keywords: Indonesia,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Right to
File a Lawsuit, Strict Liability, Public Interest Litigation, Polluters Pa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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