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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독일에서는 미세먼지의 법적 문제에 관해서 2005년에 최초로 행정법원의 판결들, 특히 뮌헨 

행정지방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6년에는 상급법원들, 특히 뮌헨 행정고등법원이 미세먼지

의 문제를 판시한 후에, 미세먼지의 법적 문제는 마침내 2007년에 심급단계에서 최종심으로서 연

방행정법원에서 판결하기에 이르렀다. 
연방행정법원에서는 2007년 3월 29일자 판결에서 미세먼지에 관한 이미씨온 한계수치가 주민

의 건강과 관련하여 초과함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행동계획수립청구권을 어쨌든 

독일 국내법에 의해 부인하였으나, 도로교통의 제한도 속하는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의 인정은 2007년 9월 27일자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대기청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헌과 판례의 견해가 

나누어져 있는데, 긍정설로부터, 절충설(제한적 긍정설) 그리고 부정설에 이르기까지 실로 학설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와 함께 계획무관조치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다. 행정지방법원, 행정고등법원 그리고 연방행정법원 등 심급 과정에 따라, 그 사이에 

이러한 문제 제기는 드디어 연방행정법원에 도달되었다. 연방행정법원은, 행동계획이 수립되지 않

은 경우에는, 「연방이미씨온방지법」 제47조 제2항이 말하는 행동계획수립청구권을 거부한 반면,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그러한 조치들이 행동계획의 일부로서 행해지는지 또는 계획과 

무관하게 행해지는지 여부는 서로 동일하게, 이러한 것들은 원인자의 기여도 및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2007년 3월 29일과 동년 9월 27일자 연방행정법원의 두 개의 판결은 사실 무엇보다 법리 논

쟁이 시작된 이래로 학수고대한 입장을 명백하게 피력하고 있다. 물론 단지 잠정적인 결론만 맺

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유럽 공동체법이 계획수립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에 관하여 강제

하고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사전결정을 위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출되어서 어떤 결정이 거기에서 

내려질지가 완전히 열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소정의 「연방이미씨온방지법」에서 대기청정계획 또는 행동계획

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러한 대기청정계획 또는 행동계획에 내포된 일정한 조치

들을 행정청이 개입하게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 주민에게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대기청정계획 또는 행동계획이 없는 때에는 주민의 행정계획수립청구권은 없으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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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로교통제한 등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동 법원은 판결하였다.
생각건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행

정개입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었으므로 여러 가지 사례를 경험하고 있는 독일의 판례

들과 문헌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소송에서 관련 쟁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데 시사하

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특히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미세먼지의 임미시온 한계수치를 정하고 있는 규정의 제3자 보호규

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미세먼지 관련 소송에서 관련 법령의 

제3자 보호규범성을 적극 수용하는 진보적 판결을 기대해 본다.  

주제어 : 미세먼지, 계획무관조치청구권, 계획수립청구권, 이미씨온 한계수치, 연방행정법원, 대
기질지침, 대기청정계획, 행동계획, 제3자 보호규범성

Ⅰ. 들어가는 말

Ⅱ. 미세먼지에 대한 유럽연합(EU) 대기질지침과 독

일법 전환

Ⅲ. 계획수립청구권

Ⅳ. 계획무관조치청구권

Ⅴ.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Feinstaub)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

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

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이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며,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 주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

서 발생한다. 입자의 크기와 화학적 조성이 건강 영향을 결정한다. 미세먼지의 노

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은 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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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된다.1)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총먼지,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10), 지

름이 2.5㎛ 이하(PM-2.5)인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먼지에 관해서는 우선 「대기환

경보전법」 제2조 제6호에서 ‘먼지’란 대기 중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

상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

르면 별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2)을 설정하고 있다.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이고,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

하인 먼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에서는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에 대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발표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23)에서도 미세먼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세먼지는 질산염(NO3-), 암모늄(NH4+), 황산염(SO42-) 등의 이온 성분과 탄

소화합물(carbon compounds), 금속(elements) 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계

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을 1급 발암물

질로 지정한 바 있다. 이처럼 입자의 성분이 인체의 독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로 연소 입자인 탄소, 유기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 유해금속 성분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198&cid=43667&categoryId=43667
 2) 1. 대기

항 목 기 준 측정방법

미세먼지(PM-10)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베타선 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치
  25㎍/㎥ 이하
24시간 평균치
  50㎍/㎥ 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측정법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
용하여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
치 요청 기준)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
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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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

에 노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2.5마이크로미터

보다 큰 입자를 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주로 도로변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다.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는 초미세먼지라고 하며 담배 연기나 연료의 

연소 시에 생성된다. 이들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코와 기도를 거쳐 기도 깊숙한 

폐포에 도달할 수 있으며, 크기가 작을수록 폐포를 직접 통과해서 혈액을 통해 전

신적인 순환을 할 수 있다. 특히 직경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4)

환경부는 지난 1995년 1월부터 10㎛ 이하의 미세먼지(PM-10)를 새로운 대기오

염물질로 규제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에 대

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3년 8월부터 미세먼지 시범예보를 거쳐 

2014년 2월부터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시범예보를 거쳐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PM 10) 예보 등급은 좋음(0~30㎍/m3), 보통(31~80㎍/m3), 나쁨(81~150

㎍/m3), 매우 나쁨(151㎍/m3~) 등으로 나뉜다. 초미세먼지(PM 2.5)는 좋음(0~15), 

보통(16~50), 나쁨(51~100), 매우 나쁨(101~) 등으로 나뉜다.

한편, 환경부는 2017년 3월 우리나라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용어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따라 미세먼지(PM-10)는 부유먼지, 초미세먼지

(PM-2.5)는 미세먼지로 각각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또 부유먼지와 미세먼지를 함께 

아우르는 용어는 흡입성 먼지로 정하고, PM-2.5에 붙여온 초미세라는 표현은 앞으

로 PM-2.5보다 작은 PM-1.0이나 PM-0.1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남겨두기로 했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없으

나 향후 제기될 소송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추측해 볼 여지가 있다. 

예컨대, 인근 주민이 이미씨온 한계수치를 초과하는 미세먼지가 건강 및 환경에 

손해를 끼칠 때에 관할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소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서의 여러 가

지 조치들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계획수립청구권 또는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의 

내용으로서 예를 들어 교통통제를 등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개입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벌써 여러 사례를 경험하고 있

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08289&cid=51003&categoryId=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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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일의 판례와 문헌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

다.

독일 「연방이미씨온방지법」(BImSchG)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은 유럽법5)에서 

규정되고 특히 「제22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22. BImSchV)으로 전환된 이

미씨온 한계수치6)가 초과될 경우에는 대기청정계획 및 행동계획7)(Luftreinhalte- 

bzw. Aktionspläne)을 수립하도록 관할 행정청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역과 

관련한 이미씨온 방지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대기청정계획 및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행한다. 그 목적은 한계수치의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방출된 상

이한 공해물질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토대로 대기질 침해의 복합적인 8)을 계획적

으로 고려하고 전체상황의 형량 하에 이러한 침해에 대응해야 하는 조치들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내용적으로 무엇보다 차량교통을 제한하는 것을 포

함하여 이미씨온 한계수치를 초과하는데 기여하는 행위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한

이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질적으로 대기청정계획 및 행동계획은 관련 지역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오염을 감축하기 위한 적합하고 일관성 있는 일련의 조

치들을 포함해야 한다9). 도로교통의 분야에서 적합한 조치들로는 특히 화물차 통

 5) 유럽법적 기초에 관해서는 Scheidler, Alfred, Verkehrsbeschränkungen aus Gründen der 
Luftreinhaltung - Ein Beitrag zur aktuellen Feinstaubdiskussion, NVwZ 2007, S. 144; 
ders., in: Feldhaus (Hrsg.), BundesimmissionsschutzR, Stand: Nov. 2007, § 40 BImSchG 
Rn. 11; Calliess, Christian, Feinstaub im Rechtsschutz deutscher Verwaltungsgerichte - 
Europarechtliche Vorgaben für die Klagebefugnis vor deutschen Gerichten und ihre 
dogmatische Verarbeitung, NVwZ 2006, S. 1; Sandner, in: Festschr. f. R. Schmidt, 2006, 
S. 884ff.; Rebler/Scheidler, Immissionsschutz im Straßenverkehr, 2006, S. 71ff. 참조.

 6) 미세먼지에 대한 한계수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Scheidler, Alfred, 
Verkehrsbeschränkungen aus Gründen der Luftreinhaltung - Ein Beitrag zur aktuellen 
Feinstaubdiskussion, NVwZ 2007, S. 145; Knopp, Lothar, Kennzeichnungsverordnung für 
emissionsarme Kraftfahrzeuge und Feinstaub, NZV 2006, S. 566; Rebler/Scheidler, 
Immissionsschutz im Straßenverkehr, 2006, S. 88ff.; BVerwG, NVwZ 2007, S. 696; 
BVerwG, NJW 2007, S. 3591 = NVwZ 2007, S. 1425 Rn. 23 참조.

7) 대기청정계획(Luftreinhalteplan) 과 행동계획(Aktionsplan)의 구분에 관해서는 Jarass, 
BImSchG, 7. Aufl. (2007), § 47 Rdnr. 3; Scheidler, Alfred, Verkehrsbeschränkungen aus 
Gründen der Luftreinhaltung - Ein Beitrag zur aktuellen Feinstaubdiskussion, NVwZ 
2007, S. 145; ders., Das immissionsschutzrechtliche Instrumentarium zur gebietsbezogenen 
Luftreinhaltung, UPR 2006, S. 217f.; VG München, NVwZ 2005, S. 1220 참조. 대기청
정계획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대기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에 해당하고, 행동계획은 대
기청정계획에 비해 짧은 기간 수립되는 계획에 속한다.

 8) 이러한 복합성을 강조한 것으로는 VGH München, NVwZ, 2007, S. 232; BVerwG, 
NVwZ 2007, S. 698; Willand, Achim/Buchholz, Georg, Feinstaub: Der VGH München, 
NVwZ 2007, S. 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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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교통을 우회시키는 것, 차량에 대한 교통금지 또는 중량 영업용자동차에 대한 

통과금지 등을 들 수 있다10).

대기청정계획 또는 행동계획의 조치목록은 무엇보다 특히 그 계획에서 미리 고

려한 조치들을 실현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침해할 권한이 없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청의 작용계획이다11). 대기청정계획 또는 행동계획에서 미리 예정한 

조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를 들면 「연방이미씨온방지법」 제40조 제

1항에 따른 도로교통 분야에 대하여 고유의 권한규범12)이 필요하다13). 따라서 연

방행정법원(BVerwG)은 ‘대기질법의 이단계성’(Zweistufigkeit des 

Luftqualitätsrechts)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14). 「연방이미씨온방지법」 제45조 

제1항 제2문(‘특히’: insbesondere)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는 예를 들면, 독

일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ordnung: StVO) 제45조 제1항 제2문 제3호에 따

른 ‘도로교통 행정청’의 명령과 같이, 이미씨온 한계수치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

여 대기청정계획 및 행동계획 외에 계획무관조치들도 고려된다15).

제3자 이해관계인, 예를 들면 많이 통행하는 도로에 인접한 이웃주민16)은 그가 

 9) VGH München, NVwZ 2007, S. 235.
10) BVerwG, NVwZ 2007, S. 697; BVerwG, NJW 2007, S. 3591 = NVwZ 2007, S. 1425 

Rn. 30; Scheidler, Alfred, Verkehrsbeschränkungen aus Gründen der Luftreinhaltung - 
Ein Beitrag zur aktuellen Feinstaubdiskussion, NVwZ 2007, S. 146; ders., Die 
Feinstaub-Plakette zur Kennzeichnung schadstoffarmer Kraftfahrzeuge, NJW 2007, S. 406; 
ders., in: Feldhaus (Hrsg.), BundesimmissionsschutzR, Stand: Nov. 2007, § 40 BImSchG, 
Rn. 24; Jarass, BImSchG, 7. Aufl. (2007), § 47 Rn. 11.

11) Hansmann, in: Landmann/Rohmer, UmweltR, Stand: Mai 2007, BImSchG, § 47 Rn. 29.
12) 연방이미씨온방지법(BImSchG) 제47조 제6항 참조.
13) Jarass, Hans D., BImSchG, 7. Aufl. (2007), § 47 Rn. 11; ders., Rechtsfragen des neuen 

Luftqualitätsrechts, VerwArch 97 (2006), S. 441; Scheidler, Alfred, 
Verkehrsbeschränkungen aus Gründen der Luftreinhaltung - Ein Beitrag zur aktuellen 
Feinstaubdiskussion, NVwZ 2007, S. 146; ders., Das immissionsschutzrechtliche 
Instrumentarium zur gebietsbezogenen Luftreinhaltung, UPR 2006, S. 219; Sandner, in: 
Festschr. f. R. Schmidt, 2006, S. 892f.

14) BVerwG, NVwZ 2007, S. 697; VGH München, NVwZ 2007, S. 236.
15) BVerwG, NVwZ 2007, S. 698; BVerwG, NJW 2007, S. 3591 = NVwZ 2007, S. 1425; 

VGH München, NVwZ 2007, S. 231; Willand, Achim/Buchholz, Georg, Feinstaub: Der 
VGH München, NVwZ 2007, S. 172; Scheidler, Alfred, Verkehrsbeschränkungen aus 
Gründen der Luftreinhaltung - Ein Beitrag zur aktuellen Feinstaubdiskussion, NVwZ 
2007, S. 146; Sandner, in: Festschr. f. R. Schmidt, 2006, S. 897, 905; BVerwG, NVwZ 
2005, S. 442; Sparwasser, Reinhard, Luftqualitätsplanung zur Einhaltung der 
EU-Grenzwerte - Vollzugsdefizite und ihre Rechtsfolgen, NVwZ 2006, S. 370.

16) 기타 잠재적인 청구권자에 관해서는 Scheidler, Alfred, in: Feldhaus (Hr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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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수치가 초과함으로써 자기의 건강이 침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개입청

구권(Ansprüche auf behördliches Einschreiten)을 주장하고자 한다면17), 「연방이미

씨온방지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기청정계획 또는 행동계획이 존재

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가 구분될 수 있다. 그러한 계

획이 있고 특정한, 예컨대 교통제한 조치가 미리 예정된다면, 이러한 조치들의 실

행청구권이 문제된다. 그러한 청구권은 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18). 그러나 2007

년 3월 29일과 동년 9월 27일자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사례에서는, 법적 

요구사항19)이 충분한 행동계획이 제출되지 않아서 원고의 소구는 계획수립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이 긍정되거나 관할 행정청이 대기청정계획과 무관하게 대기오염에 

대하여 개입할 청구권이 긍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었다. 다양한 행정청의 

관할로 인하여 청구권들이 두 개의 피고에 대하여 소구하였기 때문에20), 두 가지 

사법절차가 병행하여 계류 중이었다.

행동계획의 수립에 대한 소가 관련된 어떤 절차에서,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독일 

BundesimmissionsschutzR, Stand: Nov. 2007, § 40 BImSchG Rdnr. 55; Jarass, Hans D., 
Rechtsfragen des neuen Luftqualitätsrechts, VerwArch 97 (2006), S. 448; Sandner, in: 
Festschr.f. R. Schmidt, 2006, S. 890f.; BVerwG, NVwZ 2004, S. 1238) 참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베를린에 관해서는 Klinger, Remo, Feinstaub in Berlin - 
Immissionsschutzrechtliche Grenzwerte und ihre Folgen für die Hauptstadt, LKV 2007, S. 
488 참조.

17) 2007년 3월 29일과 동년 9월 27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 내용 참조. BVerwG vom 29. 
3. 2007, NVwZ 2007, S. 695, und vom 27. 9. 2007, NJW 2007, S. 3591 = NVwZ 
2007, S. 1425; BVerwG, NVwZ 2007, S. 695; VGH München, NVwZ 2007, S. 233.

18) Jarass, Hans D., BImSchG, 7. Aufl. (2007), § 40 Rn. 14 und § 48a Rn. 23; ders., 
Rechtsfragen des neuen Luftqualitätsrechts, VerwArch 97 (2006), S. 449; Scheidler, 
Alfred, in: Feldhaus (Hrsg.), BundesimmissionsschutzR, Stand: Nov. 2007, § 40 Rn. 53; 
Steenbuck, Michael, Anspruch auf Verkehrsbeschränkungen zum Schutz vor Feinstaub?, 
NVwZ 2005, S. 771; Sparwasser, Reinhard, Luftqualitätsplanung zur Einhaltung der 
EU-Grenzwerte - Vollzugsdefizite und ihre Rechtsfolgen, NVwZ 2006, S. 373f.; VG 
München, NVwZ 2005, S. 1219, 1222.

19) 법률적 필요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내용은 Scheidler, Alfred, Das immissionsschutzrechtliche 
Instrumentarium zur gebietsbezogenen Luftreinhaltung, UPR 2006, S. 218f.; Hansmann, in: 
Landmann/Rohmer, UmweltR, Stand: Mai 2007, BImSchG, § 47 Rn. 17ff. 참조.

20) 한편으로, Freistaat Bayern의 경우에는 「바이어른 이미씨온방지법」(BayImSchG) 제8조
에 의해 ‘바이어른 환경, 건강 및 소비자보호부’(das Bayerische Staatsministerium für 
Umwelt, Gesundheit und Verbraucherschutz)가 대기청정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Landeshauptstadt München의 경우에는 관할 도로교통 행정청이 
「도로교통법」(StVO)에 따른 계획무관조치를 취할 수 있다. Scheidler, Alfred, Gibt es 
einen Anspruch auf behördliche Maßnahmen gegen Belastungen durch Feinstaub?, 
BayVBl 2006, S. 660.



∣184∣　환경법과 정책 제19권(2017.9.30)

국내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연방이미씨온방지법」 제47조 제2항의 의미에서 

행동계획수립청구권(Anspruch auf Erstellung eines Aktionsplans)을 거부하였다. 여

기에서 어떤 청구권이 유럽연합 「대기질지침(Luftqualitätsrichtlinie) 96/62/EG」 제

7조 제3항으로 그 근거를 삼을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연방행정법원이 무엇보다

도 먼저 사전결정을 해달라고 유럽사법재판소(EuGH)에 제출하였다21). 그 밖에 연

방행정법원은 이러한 절차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 부담에 대한 방지가 계획

무관조치들을 통해 어떻게 준수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이미 상세하게 입

장을 밝혔다. 또 다른 절차에서 이것은 미세먼지(PM-10)에 대한 이미씨온 한계수

치가 건강과 관련하여 초과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계획무관조치실행청구권

(Anspruch auf Durchführung planunabhängiger Maßnahmen)을 행사할 경우 그의 방

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연방행정법원이 대답한 결정적인 문제였다22).

아무튼 미세먼지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개입이 요청된다. 바로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의 행정개입청구권 행사의 문제이다. 이에 따라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적 

검토를 포함하여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미세먼지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기질지침과 그 지

침이 독일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서 고찰한 후(II), 그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

로 특히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제3자의 행정개입

청구권의 일종으로서 계획수립청구권(III)과 계획무관조치청구권(IV)에 대해서 살펴

봄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제3자의 행정개입청구권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미세먼지에 대한 유럽연합(EU) 대기질지침과 독일법으로의 전환 과정

  1. 유럽연합 「지침 96/62/EG」 및 「지침 1999/30/EG」과 독일법 전환

21) BVerwG, NVwZ 2007, S. 695; 반대 견해로는 VGH München, NVwZ 2007, S. 233; 
Klinger, Remo, Feinstaub in Berlin - Immissionsschutzrechtliche Grenzwerte und ihre 
Folgen für die Hauptstadt, LKV 2007, S. 488.

22) BVerwG, NJW 2007, S. 3591 = NVwZ 2007, S. 1425; 반대 견해로는 VGH München, 
NVwZ 2007, S.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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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회원국가에서 대기질을 준수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럽

연합은 1996년 「대기질의 판단 및 통제에 관한 지침 96/62/EG23)」(이른바 ‘대기

질 대강지침’)를 발령하였다. 유럽연합 「지침 96/62/EG」는 대강지침으로서 대기

질의 측정과 개선을 위하여 회원국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일반적인 필

요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한계 수치와 경고 수치 그리고 유해물질 관련 특

별한 다수 규정들은 대강지침(Rahmenrichtlinie) 제4조에 근거한 하위지침

(Tochterrichtlinie)에 정해져 있다. 유럽연합 「지침 96/62/EG」에서 확인한 유럽연

합 대기질법은 이미씨온 한계의 지역 관련 전략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대기의 특정

한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24)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유럽연합 「지침 1999/30/EG25)」(이른바 ‘미세먼지 지

침’: Feinstaub-Richtlinie)은 매우 중요하다. 이 지침은 ‘미세먼지(Feinstaub)’로 일컫

는 입자인 상이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한계수치와 측정 방법을 정하고 있다. ‘미

세먼지 지침’의 별표 3과 연관된 동 지침 제5조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하여 연간 

한계수치 40 마이크로그램/m3과 일일 한계수치 50 마이크로그램/m3, 위 기준을 연

간 최고 35일 이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보장하기 위하

여,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유럽연합 지침은 독일 「연방이미씨온방지법」 제44조 내지 제

48a조와 제22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26) 및 제35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

령」27)을 통해 독일 국내법으로 전환되었다.

 

2. 유럽연합 「지침 2008/50/EG」과 독일법 전환

23) Richtlinie 96/62/EG des Rates vom 27. 9. 1996 über die Beurteilung und die Kontrolle 
der Luftqualität (ABl. EG Nr. L 296 S. 55; ‘대기질 대강지침’ 
Luftqualitätsrahmenrichtlinie).

24) Scheidler, Alfred, Verkehrsbeschränkungen aus Gründen der Luftreinhaltung - Ein Beitrag 
zur aktuellen Feinstaubdiskussion, NVwZ 2007, S. 144.

25) Richtlinie 1999/30/EG vom 22. 4. 1999 über Grenzwerte für Schwefeldioxid, 
Stickstoffdioxid und Stickstoffoxide, Partikel und Blei in der Luft (ABl. EG Nr. L 163 
S. 41; ‘한계수치 지침’ Grenzwertrichtlinie; ‘제1차 하위지침’ 1. Tochterrichtlinie).

26) Verordnung über Immissionswerte für Schadstoffe in der Luft – 22. BImSchV, 
neugefasst durch Bek. v. 4. 6. 2007 (BGBl. I 1006).

27) Verordnung zur Kennzeichnung der Kraftfahrzeuge mit geringem Beitrag zur 
Schadstoffbelastung – 35. BImSchV v. 10. 10. 2006 (BGBl. I S. 2218), geänd. durch 
VO v. 5. 12. 2007 (BGBl. I S. 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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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지침 2008/50/EG」28)은 2010년 6월 11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전

술한 두 가지 지침인 「지침 96/62/EG」 및 「지침 1999/30/EG」을 모두 폐지하

기에 이르렀다. 「지침 2008/50/EG」은 메세먼지(PM-10)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계

수치을 유지하고 미세먼지(PM-2,5)에 대해서는 우선 2010년부터 목표수치와 2015

년부터 법적으로 구속된 한계수치 25 마이크로그램/m3, 2020년부터 20 마이크로그

램/m3로 환계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지침 2008/50/EG」의 독일법으로 전환은 「연방이미씨온방지법」 제44

조 내지 제48a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제22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과 「제

35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은 내용 개정 없이 2010년 8월 6일부터 시행된 

「제39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29)으로 대체되었다30).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이미씨온 한계수치가 

이전보다 엄격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미씨온 한계수치를 넘어선 때에는 동 시행령 

제27조를 근거로 하여 대기청정계획 수립의무가 생긴다.

 

Ⅲ. 계획수립청구권

1.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견해

“미세먼지(PM-10)에 대한 이미씨온 한계수치를 건강과 관련하여 초과하는 경우

에 관계하고 있는 제3자는 국내법에 의해 연방이미씨온방지법 제47조 제2항이 의

미하는 행동계획수립청구권을 갖지 아니한다. 그는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을 통해 미

세먼지(PM-10)로 인한 건강 침해에 대하여 방어권을 관철시킬 수 있다.”31) 

28) Richtlinie 2008/50/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1. 5. 2008 über 
Luftqualität und saubere Luft für Europa (ABl. EG Nr. L 152/1–152/44); 당시에 이 지
침은 2010년 6월 11일까지 독일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했다. 

29) Verordnung über Luftqualitätsstandards und Emissionshöchstmengen – 39. BImSchV v. 
2. 8. 2010 (BGBl. I S. 1065).

30) Hornmann, Gerhard, in: Hornmann, Hessische Bauordnung(HBO), 2. Auflage 2011, § 3 
Allgemeine Anforderungen Rn. 72

31) “Ein Dritter, der von gesundheitsrelevanten Überschreitungen des Immissionsgrenzwerts 
für Feinstaubpartikel PM10 betroffen ist, hat nach nationalem Recht keinen Anspruch auf 
Erstellung eines Aktionsplans i.S. des § 47 II BImSchG. Er kann sein Recht auf 
Abwehr gesundheitlicher Beeinträchtigungen durch Feinstaubpartikel PM10 im W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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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행정법원(BVerwG)은, 그동안 학설32)과 판례33)가 피력한 이구동성의 

견해와 일치하여, 2007년 3월 29일자 판결에서 우선 관할 행정청은 「연방이미씨

온방지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행동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34)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의 침해가 원고의 공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 이유는 법률의 문언에 따르면 행동계획들은 공공의 이익

에서 수립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행동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제3자의 주관적 

권리 보호(Schutz subjektiver Rechte Dritter)’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

다. 이는 ‘대기질법의 이단계성(Zweistufigkeit des Luftqualitätsrechts)’으로부터도 도

출된다고 한다35). 즉,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사실 미세먼지(PM-10)에 대하여 정한 

이미씨온 한계수치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36), 그 한계치를 

준수하는 것은 행동계획에서 예정한 조치를 집행함으로써37) 비로소 보장된다고 인

정하고 있다. 그 행동계획을 통해 비로소 창출된 결과청구권으로부터 계획수립청구

권(Anspruch auf Planaufstellung)이 도출될 수 없다고 한다. 행동계획은 제3자보호

적 이미씨온 한계수치로부터 생기는 방어청구권을 관철하는데도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미세먼지에 대한 보호는 계획무관 조치들(planunabhängige 

Maßnahmen)을 가지고도 관철될 수 있기 때문이다38). 그 조치들을 선택할 때, 행

eines Anspruchs auf Durchführung planunabhängiger Maßnahmen durchsetzen.” BVerwG, 
Beschluß vom 29. 3. 2007 - 7 C 9/06; NVwZ 2007, S. 695.

32) Klinger, Remo, Feinstaub in Berlin - Immissionsschutzrechtliche Grenzwerte und ihre 
Folgen für die Hauptstadt, LKV 2007, S. 488; Scheidler, Alfred, Verkehrsbeschränkungen 
aus Gründen der Luftreinhaltung - Ein Beitrag zur aktuellen Feinstaubdiskussion, NVwZ 
2007, S. 145; ders., in: Feldhaus (Hrsg.), BundesimmissionsschutzR, Stand: Nov. 2007, § 
40 Rn. 57; Jarass, BImSchG, 7. Aufl. (2007), § 47 Rn. 10, 22; Hansmann, in: 
Landmann/Rohmer, UmweltR, Stand: Mai 2007, § 47 BImSchG Rn. 9; Sandner, in: 
Festschr. f. R. Schmidt, 2006, S. 896.

33) OVG Münster, NVwZ 2007, S. 608; VGH München, NVwZ 2007, S. 233, NVwZ 2005, 
S. 1095; VG München, NVwZ 2005, S. 1221; VG Stuttgart, NVwZ 2005, S. 975.

34) BVerwG, NVwZ 2007, S. 696.
35) BVerwG, NVwZ 2007, S. 697;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는 Winkler, Daniela, BVerwG: 

Kein Rechtsanspruch auf Aktionsplan zur Luftreinhaltung, ZUR 2007, S. 365.
36) BVerwG, NVwZ 2007, S. 697); BVerwG, NVwZ 2004, S. 610 = NJW 2004, S. 2033 

L; VGH München, NVwZ 2007, S. 236; Winkler, Daniela, BVerwG: Kein 
Rechtsanspruch auf Aktionsplan zur Luftreinhaltung, ZUR 2007, S. 365; Jarass, Hans D., 
Luftqualitätsrichtlinien der EU und die Novellierung des Immissionsschutzrechts, NVwZ 
2003, S. 264; Scheidler, in: Feldhaus (Hrsg.), BundesimmissionsschutzR, Stand: Nov. 
2007, § 40 Rn. 53; Sandner, in: Festschr. f. R. Schmidt, 2006, S. 894.

37) § 47 VI BImSc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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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은 일정한 조치를 취할 청구권 규칙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형성의 자유에 관

하여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39).

행동계획을 수립할 청구권이 유럽연합 「대기질지침(Luftqualitätsrichtlinie)」 제7

조 제3항에서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그 형식

에 따라 사실 미해결로 남겨두고 이 문제를 사전결정을 위하여 유럽사법재판소

(EuGH)에 상정하였다. 사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부정한다는 견

해를 밝히고 있다40). 즉, 한계치의 건강보호적 목적으로부터, 유럽 공동체법에 근

거한 이해당사자의 청구권은 행정청이 바로 행동계획을 발령하게 하는 결과가 생

기지 않는다고 한다.41)

또한 독일 연방행정법원(BVerwG)은,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증이 있으나, 원

칙적으로 이전 심급인 뮌헨 행정고등법원(VGH München)에서와 같이42), 계획수립

청구권을 긍정43)하는 어떤 견해들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다. 즉, 제3자보호적 이미

씨온 한계수치(drittschützende Immissionsgrenzwerte)를 준수하기 위한 길은 대기청

정 및 행동계획에 관하여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비로

소 독일 「연방이미씨온방지법」 제47조 제5항 제1문 또는 동법 제40조 제1항 제1

문에 따른 청구권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관할 행정청이 위법하게 그 

수립을 떠맡으면, 이해관계 있는 이웃주민은 독일 「연방이미씨온방지법」 제47조 

제5항 제1문 또는 동법 제40조 제1항 제1문에 의하여 계획에 포함된 조치를 관철

할 청구권을 갖게 된다. 개별조치청구권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조는 충분한 가치

가 있는 배상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한다44).

38) BVerwG, NVwZ 2007, S. 698; BVerwG, NVwZ 2004, S. 610 = NJW 2004, S. 2033 L; 
BVerwG, NVwZ 2005, S. 442; Jarass, BImSchG, 7. Aufl. (2007), § 47 Rn. 50.

39) BVerwG, NVwZ 2007, S. 698.
40) BVerwG, NVwZ 2007, S. 699: „Neigt zu der Auffassung …”;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는 Winkler, Daniela, BVerwG: Kein Rechtsanspruch auf Aktionsplan zur Luftreinhaltung, 
ZUR 2007, S. 365.

41) Scheidler, Alfred, Der Feinstaub vor dem Bundesverwaltungsgericht, LKV 2008, S. 55ff. 
42) VGH München, NVwZ 2007, S. 233; Willand, Achim/Buchholz, Georg, Feinstaub: Der 

VGH München, NVwZ 2007, S. 171; Scheidler, Alfred, Gibt es einen Anspruch auf 
behördliche Maßnahmen gegen Belastungen durch Feinstaub?, BayVBl 2006, S. 659.

43) Calliess, Christian, Feinstaub im Rechtsschutz deutscher Verwaltungsgerichte - 
Europarechtliche Vorgaben für die Klagebefugnis vor deutschen Gerichten und ihre 
dogmatische Verarbeitung, NVwZ 2006, S. 7; Fassbender, Kurt, Grundfragen und 
Herausforderungen des europäischen Umweltplanungsrechts, NVwZ 2005, S. 1131; VG 
Stuttgart, NVwZ 2005, S. 97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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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연방행정법원(BVerwG) 견해에 대한 평가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견해는 동의를 얻을만한 가치가 있다45). 유럽 공동체법은 

사실 한계수치를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주관적 권리(subjektives Recht)를 가지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46), 회원국가들에게 한계수치의 준수를 위한 수단을 

고려하는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독일 법률과 법규명령 제정자

는 대기청정계획의 시스템을 가지고 오염원과 무관하여 한계수치를 넘어선 세분화

된 규정메커니즘을 규정하였다47). 그 때문에 대기청정계획은 독일 「연방이미씨온

방지법」 제45조 제1항 제2문에서 “특별히(insbesondere)”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바

와 같이, 사실 이미씨온 수치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수단이나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48). 이미씨온 수치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계획들보다 오히려 다른 조

치들이 고려되고 있다. 어떤 계획이 실행된 경우에도 교통제한적 조치들은, 그것들

이 도로교통으로 인한 높은 유해물질 부담에 직면하여 일반적으로 수긍이 갈지라

도, 강제로 취할 수는 없다49).

총체적으로 행정청에게는 형성의 여지가 있다50). 이러한 형성의 여지 내에서 그 

주안점은 예컨대 교통제한적 조치들 대신에 교통유도적 또는 계획적 조치들에서 

두어질 수 있다. 또한 그 형성의 여지 내에서 그 요점도 그것이 어떤 계획에서 조

치들을 시작하는지 또는 그 조치들 이 계획에 무관하게 행해질 수 있는지를 결정

44) VGH München, NVwZ 2007, S. 236.
45) Scheidler, in: Feldhaus (Hrsg.), BundesimmissionsschutzR, Stand: Nov. 2007, § 40 

BImSchG Rn. 59.
46) EuGH, NVwZ 1991, S. 866 Rn. 16; EuGH, NVwZ 1991, S. 868 Rn. 19; EuGH, NVwZ 

1992, S. 459 Rn. 14; Scheidler, Alfred, Verkehrsbeschränkungen aus Gründen der 
Luftreinhaltung - Ein Beitrag zur aktuellen Feinstaubdiskussion, NVwZ 2007, S. 148; 
Calliess, Christian, Feinstaub im Rechtsschutz deutscher Verwaltungsgerichte - 
Europarechtliche Vorgaben für die Klagebefugnis vor deutschen Gerichten und ihre 
dogmatische Verarbeitung, NVwZ 2006, S. 3f.

47) BVerwG, NVwZ 2004, S. 1238f.; BVerwG, NVwZ 2005, S. 804.
48) BVerwG, NJW 2007, S. 3591 = NVwZ 2007, S. 1425 Rn. 25; BVerwG, NVwZ 2007, 

S. 698; BVerwG, NVwZ 2005, S. 442; Jarass, BImSchG, 7. Aufl. (2007), § 45 Rn. 7; 
Sandner, in: Festschr. f. R. Schmidt, 2006, S. 896; BT-Dr 14/8450, S. 12.

49) Steenbuck, Michael, Anspruch auf Verkehrsbeschränkungen zum Schutz vor Feinstaub?, 
NVwZ 2005, S. 772; Willand, Achim/Buchholz, Georg, Feinstaub: Die ersten 
Gerichtsentscheidungen, NJW 2005, S. 2643; Zeiss, Christopher, Anwohnerklage wegen 
Feinstaub abgewiesen: Ist der Fall erledigt?, UPR 2005, S. 254.

50) BVerwG, NVwZ 2007, S.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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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대기청정계획 또는 행동계획에 있어서 교통제한적 조치

의 개시청구권의 승인은 독일 대기청정법(Luftreinhalterecht)의 시스템화에 위배되

고 유럽법적으로 맞지 않는 바, 이러한 행정청의 형성의 여지를 제한하도록 야기

할지도 모른다51). 다시 말해서 유럽 공동체법 규정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한계수

치의 준수를 위해 고려하고 대기청정계획 또는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끄집어낼 수 없다. 오히려 유럽 공동체 입법자는 적합한 수단의 선택을 회원국에

게 위임하였다. 왜냐하면 「지침 96/62/EG」 대강지침(Rahmenrichtlinie) 제7조 제1

항뿐만 아니라 「지침 1999/30/EG」 하부지침(Tochterrichtlinie) 제5조 제1항에서도 

명백히 “필요한 조치들(erforderliche Maßnahmen)”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

이다52). 대강지침 제7조 제3항 제1문의 문언, 즉 “회원국은 행동계획을 수립한

다53)”라는 규정은 이러한 회원국의 선택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획

무관 조치들을 제때에 취함으로써 한계수치의 초과의 위험이 위협하는 것을 국내 

행정청이 손수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강지침 제7조 제3항 제1문에 의

해 전제된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이미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54)

미세먼지에 대한 방지가 계획무관 조치들을 가지고도 수행될 수 있다는 이유로 

행동계획수립청구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연방행정법원의 논증에 반하여, 이

해관계인의 계획무관 조치들에 대한 불평이 깨끗한 대기에 대한 권리의 실행을 방

해하지는 않는지 주장될 수 있다55).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연방행정법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다. 그것은 행동계획을 한편으로 특별

한 잣대로 필요한 조치들을 묶는데 적합한 작용수단으로 분류하나 다른 한편으로 

계획과 개별조치들의 기능적 동일질서를 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56). 

사실상 어떤 계획은 개별조치들을 고려한 문제해결능력 때문에 “교환할 수 있는 

합의대상과 다른 이물(Aliud)이 아니라, 우선적 가치가 있는 개별조치를 위한 개

량57)”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연방이미씨

51) Zeiss, Christopher, Anwohnerklage wegen Feinstaub abgewiesen: Ist der Fall erledigt?, 
UPR 2005, S. 255; VG Berlin, Beschl. v. 1. 6. 2005 – 10 A 75/05, BeckRS 2007, 
23398; Sandner, in: Festschr. f. R. Schmidt, 2006, S. 896.

52) Sandner, in: Festschr. f. R. Schmidt, 2006, S. 898.
53) “Die Mitgliedstaaten erstellen Aktionspläne.”
54) Scheidler, Alfred, Der Feinstaub vor dem Bundesverwaltungsgericht, LKV 2008, S. 55 ff. 
55) Wöckel, Holger, Der Feinstaubschleier lichtet sich – rechtlich, NuR 2007, S. 601.
56) Winkler, Daniela, BVerwG: Kein Rechtsanspruch auf Aktionsplan zur Luftreinhaltung, 

ZUR 2007, S.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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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방지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계획수립은 법률상 의무이행으로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제3자 이해관계인의 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아니 한다58). 행동계획을 특별한 잣대로 

한계수치의 효과적인 준수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으로서 분류하면59), 권리보호

의 질에 관하여 아무것도 진술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계획수립청구권이 존재한

다는 사례의 경우에, 이러한 청구권을 적용할 때 권리보호는 개별조치의 적용에 

비하여 더욱 더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계획에 내재한 형량과정에 관하여, 

그 밖에 어떤 대기청정계획에서 준수할 절차규정(대중참여60), 「연방이미씨온방지

법」 제47조 제5항 및 제5a조; 전략적 환경평가를 받을 의무61))에 관하여도 갈망

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행동계획은 계획무관조치들을 갈망한 경우보다 본질적

으로 더 어렵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62).

IV. 계획무관조치청구권

1.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견해

“미세먼지(PM-10)에 대한 이미씨온 한계수치를 건강과 관련하여 초과하는 경우

에 관계하고 있는 제3자는 계획무관조치를 통해 건강 침해에 대하여 방어권을 갖

는다. 계획과 무관한 도로교통법상 조치로서 특히 화물차의 통행금지는 시내 영역

에서 고려될 수 있다.”63)

57) Winkler, Daniela, BVerwG: Kein Rechtsanspruch auf Aktionsplan zur Luftreinhaltung, 
ZUR 2007, S. 365.

58) Sandner, in: Festschr. f. R. Schmidt, 2006, S. 895ff.
59) BVerwG, NVwZ 2007, S. 698.
60) Öffentlichkeitsbeteiligung, § 47 V und Va BImSchG.
61) Strategische Umweltprüfung (SUP)-Pflicht. 대기청정계획에 대한 전략적 환경평가(SUP)에 

관해서는 Scheidler, Alfred, Strategische Umweltprüfung für Luftreinhaltepläne, ZUR 
2006, S. 239 참조.

62) VGH München, NVwZ 2007, S. 234.
63) “Ein Dritter, der von Überschreitungen des Immissionsgrenzwerts für Feinstaubpartikel 

PM10 betroffen ist, hat ein Recht auf Abwehr seiner gesundheitlichen Beeinträchtigungen 
durch planunabhängige Maßnahmen. Als planunabhängige straßenverkehrsrechtliche 
Maßnahme kann insbesondere ein Verbot des Lkw-Durchgangsverkehrs im 
innerstädtischen Bereich in Betracht kommen.” BVerwG, Urteil vom 27. 9. 2007 - 7 C 
36/0; NVwZ 2007, S. 1425.



∣192∣　환경법과 정책 제19권(2017.9.30)

(1) 청구권의 유래

2007년 9월 27일자 판결64)을 통해 독일 연방행정법원(BVerwG)이 내린 두 번째 

미세먼지결정에서, 연방행정법원은 계획무관조치청구권(Anspruch auf planunabhängige 

Maßnahmen)을 긍정하기에 이르렀다. 즉, 관할 기관이 행동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위반하면, 관할 행정청은 한계수치초과를 감축하기 위하여 적합하고 비례의 원칙

에 위반하지 않은 계획무관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관할 행정청이 그

것을 거부하면, 관할 행정청은 이해관계자의 영역의 한계수치초과에 의하여 이웃주

민의 권리를 통상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65). 연방행정법원은 그의 견해에서 제3

자 이해관계자가 계획무관조치의 실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2007년 3월 29일자 이전 결정에서 행동계획수립청구권(Anspruch auf Erstellung 

eines Aktionsplans)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연방행정법원은 이미 이

러한 이전결정에서 그와 같은 청구권을 개시한 것이고 따라서 2007년 9월 27일자 

판결에서 그 이행은 이전 판결과 비교하여 기본적으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

고 볼 수 있다.66)

「연방이미씨온방지법」(BImSchG) 제45조 제1항으로부터, 만약 어떤 행동계획

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한계수치를 준수할 명령이 존재한다는 점이 도출된다. 

행정청이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들에 계획무관조치도 속할 수 있다67). 그것으로 

64) 2007년 9월 27일자 연방행정법원(BVerwG)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민 갑은 
뮌헨(München)의 란트후터 알레(Landshuter Allee)에 있는 링(M.-Ring)에 거주하고 있다. 
그의 주택은 란트후터 알레에 위치하는 대기측정소의 북쪽으로 900미터 정도에 위치하
고 있다. 측정소 측정결과 미세먼지(PM-10) 이미씨온 한계수치가 2005년 3월 27일에 이
미 36번이나 초과하였고 그 해 12월 13일까지는 105번이나 초과하였다. 뮌헨에는 2004
년에 선포된 대기청정계획이 존재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 따르면 뮌헨에서 미세먼지
(PM-10)에 있어서 도로교통 부분이 60%가 넘는다. 뮌헨에 대해서 대기청정를 위한 행동
계획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 행정청인 바이에른 주는 행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2005년 3월 갑은 관할 행정청에게 「도로교통법」상 상응하는 교통표지를 통하여 란트
후트 알레에서 미세먼지(PM-10)에 대한 이미씨온 한계수치의 준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신청을 하였다. BVerwG, Urteil vom 27. 9. 2007 - 7 C 
36/07; NVwZ 2007, S. 1425; 강현호,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제38권 제1호, 2016, 182면.

65) BVerwG, NJW 2007, S. 3591 = NVwZ 2007, S. 1425 Rn. 21. 이전 심급인 VGH 
München, NVwZ 2007, S. 230은 다른 판결을 내렸다.

66) Scheidler, Alfred, Der Feinstaub vor dem Bundesverwaltungsgericht, LKV 2008, S. 55 ff. 
67) BVerwG, NJW 2007, S. 3591 = NVwZ 2007, S. 1425 Rn. 25; BVerwG, NVwZ 2007, 

S.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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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행정법원은 2007년 3월 29일자 이전 결정에서 예를 들어 도로건설계획안에 대

한 계획확정의 틀에서 한계수치 준수의 보장을 내세우고 있다68). 또한 「연방이미

씨온방지법」 제17조 제1항 제2문과 동법 제24조 제1문에 따른 시설관련 유해물질 

이미씨온에 대한 행정청의 개입 그리고 – 자주 통행하는 도로의 이웃주민에게 미

세먼지 부담을 야기하는 주요원인이 일반적으로 도로교통이기 때문에69) – 「도로

교통법(StVO)」 제45조에 따른 조치들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70). 후자는 연방

행정법원이 도로소음으로 인한 침해에 관한 판례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제2문 제3호가 부여한 어떤 의무에 관한 재량을 엄격하게 할 수 있는 2007

년 9월 27일자 판결의 대상도 된다71). 명백히 지역을 초월하여 통행하는 도로의 

이웃주민의 침해에 대하여 미세먼지 PM10로 인하여 밝혀질 수 있다72). 예컨대 경

유 그을음과 재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제2문 제3호

가 의미하는 내연기관에 의해 대기 중에 배출된 배기가스에 미세먼지 (PM 10)도 

속할 수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73).

제3자의 권리에서 침해되지 않는 한, 계획무관조치청구권(Anspruch auf 

planunabhängige Maßnahmen)은 「연방이미씨온방지법」 제45조 제1항 제1문으로

부터 직접 발생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이는 예를 들어 행정고유의 이미씨온 기

68) BVerwG, NVwZ 2007, S. 698; BVerwG, NVwZ 2004, S. 1237 = NJW 2004, S. 3440 
L; BVerwG, NVwZ 2005, S. 442; Jarass, Hans D., Rechtsfragen des neuen 
Luftqualitätsrechts, VerwArch 97 (2006), S. 443.

69) 일반적으로 환경과 교통에 관해서는 Ronellenfitsch, Michael, Umwelt und Verkehr unter 
dem Einfluss des Nachhaltigkeitsprinzips, NVwZ 2006, S. 385; Böhm, Monika, Umwelt 
und Verkehr - Bestandsaufnahme und Perspektiven in den Gutachten des Rates von 
Sachverständigen für Umweltfragen, NVwZ 2006, S. 427 참조. 

70) BVerwG, NVwZ 2007, S. 698f.; Scheidler, Alfred, Das immissionsschutzrechtliche 
Instrumentarium zur gebietsbezogenen Luftreinhaltung, UPR 2006, S. 220f.; 시설에 관한 
계획무관조치에 관해서는 Jarass, Hans D., Rechtsfragen des neuen Luftqualitätsrechts, 
VerwArch 97 (2006), S. 444 참조.

71) BVerwG, NJW 1986, S. 2655; OVG Münster, UPR 2006, S. 307.
72) BVerwG, NJW 2007, S. 3591 = NVwZ 2007, S. 1425 Rn. 30; BVerwG, NVwZ 2007, 

S. 698; Scheidler, in: Feldhaus (Hrsg.), BundesimmissionsschutzR, Stand: Nov. 2007, § 
40 BImSchG Rn. 61; Rebler/Scheidler, Immissionsschutz im Straßenverkehr, 2006, S. 
41f.

73) BVerwG, NJW 2007, S. 3591 = NVwZ 2007, S. 1425 Rn. 31; BVerwG, NVwZ 2007, 
S. 699; VGH München, NVwZ 2007, S. 231; Scheidler, in: Feldhaus (Hrsg.), 
BundesimmissionsschutzR, Stand: Nov. 2007, § 40 BImSchG Rn. 61; Sandner, in: 
Festschr. f. R. Schmidt, 2006, S. 907; 다른 견해로는 VG München, NVwZ 2005, S. 
12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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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감축, 도시 전체차량의 근대화, 개선된 도로정화 및 식목 등과 같은 조치들에 

적용된다. 여기에서도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는 선택재량에 관하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74).

위와 같이 두 가지 미세먼지결정을 내린 연방행정법원(BVerwG)은 이전 심급인 

2006년 5월 18일자 뮌헨 행정고등법원(VGH München) 판결의 견해에 대해서도 

충돌하게 되었다. 뮌헨 고등행정법원에 따르면 계획무관 개별조치는, 사실 관계가 

계획적 대응(planerische Bewältigung)에 따른 필요성이 존재함으로써 복잡하다면, 

「도로교통법(StVO)」에 기초하여 이전부터 재량하자로서 배제되었다75).

(2) 청구권의 제한 

그러나 연방행정법원의 견해에 따라 전제요건이 충족될 때 원칙적으로 긍정될 

수 있는 계획무관조치의 실행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원인자의 기여도에 따라 조치들

의 경계 설정에서 생기는 비례성의 원칙으로 인하여 제한된다. 즉, 관할 행정청은 

개별적으로 배출된 그룹에게 – 「연방이미씨온방지법(BImSchG)」 제3조 제5항이 

의미하는 시설 또는 도로교통과 같이 – 통상 기여도만으로 미세먼지부담의 감축

을 위하여 관련시킬 수 있고 관련시켜야 한다고 한다76). 사례에 따르면, 여기에서 

「연방이미씨온방지법」 제47조 제4항 제1문에 관한 유추가 문제가 된다. 대기청

정계획 또는 행동계획에서 조치들이 확인될 경우에 대하여 배열된 경우에 그렇다. 

또한 원인자의 기여도에 상응하여 조치들이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이미씨온 

수치를 초과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배출에 대하여 방향을 정해야 할 경우에도 그렇

다. 이러한 규정의 유추적 적용이 계획무관조치에 행해진다는 것은 최근에 Jarass

가 이미 확실히 강조하였다77).

연방행정법원은 이에 관하여 능가하고 계획무관 교통제한조치가 구조적으로 

74) BVerwG, NJW 2007, S. 3591 = NVwZ 2007, S. 1425 Rn. 38.
75) VGH München, NVwZ 2007, S. 232; 이에 반한 견해로는 Willand, Achim/Buchholz, 

Georg,  Feinstaub: Der VGH München, NVwZ 2007, S. 172; Scheidler, Alfred, Gibt es 
einen Anspruch auf behördliche Maßnahmen gegen Belastungen durch Feinstaub?, 
BayVBl 2006, S. 660; ders., in: Feldhaus (Hrsg.), BundesimmissionsschutzR, Stand: Nov. 
2007, § 40 BImSchG Rn. 62a 참조.

76) BVerwG, NJW 2007, S. 3591 = NVwZ 2007, S. 1425 Rn. 27; BVerwG, NVwZ 2007, 
S. 699; Jarass, Hans D., BImSchG, 7. Aufl. (2007), § 46 Rn. 17.

77) Jarass, Hans D., Rechtsfragen des neuen Luftqualitätsrechts, VerwArch 97 (2006), S. 
445; 「연방이미씨온방지법」 제47조 제4항 제1문의 유추적 적용에 대해서는 Wöckel, 
Holger, Der Feinstaubschleier lichtet sich – rechtlich, NuR 2007, S. 6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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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미씨온방지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상응한 행동계획이 선재할 경우에 

결정적인 같은 전제요건 하에서 취해질 수 있다고 확고한 입장이다78). 계획무관조

치의 틀에서 교통제한에 관하여는, 교통이 그로 인하여 다른 도로에서 다른 길로 

우회하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다고 한다. 다른 도로에서도 다른 길로 우회하는 것

이 이미씨온 한계수치의 초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 비

로소, 어떤 교통제한은 이미씨온 한계수치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당

이 아니라고 한다79).

2. 독일 연방행정법원 견해에 대한 평가

독일 연방행정법원(BVerwG)은 복잡한 상황의 경우에 계획적 대응에 따른 필요

성(Bedürfnis nach planerischer Bewältigung) 때문에 계획무관 개별조치들을 취할 

청구권을 기각한 뮌헨 고등법원의 견해에 반하여 인용한다고 방향을 바꾸었다80). 

이러한 인용이 옳다면, 관할 행정청은 복잡한 사실 관계의 사례에서 대기정화계획 

또는 행동계획의 수립을 통해 이해관계 있는 시민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계획들이 다수에 의해 생각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야 하는 「연방이미씨온방지법」 제45조 제1항 제2문과 일치하지 않을지도 모르

는 계획무관 개별조치들은 오래 전부터 배제되어 왔다81). 그 밖에 복잡한 상황들

도 때로는 계획 없이 대응할 수 있고82), 필요하다면 상이한 행정청들이 활동하게 

되고 그 행정청들이 서로 필요하게 된 반대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참여한 행정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83). 따라서 계획적 대응에 따른 필요성은 계획무관조치청

구권(Anspruch auf planunabhängige Maßnahmen)의 배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84)

78) BVerwG, NJW 2007, S. 3591 = NVwZ 2007, S. 1425 Rn. 30; BVerwG, NVwZ 2007, 
S. 698; Scheidler, in: Feldhaus (Hrsg.), BundesimmissionsschutzR, Stand: Nov. 2007, § 
40 BImSchG Rn. 61.

79) BVerwG, NVwZ 2007, S. 699; Sandner, in: Festschr. f. R. Schmidt, 2006, S. 907; 
Scheidler, in: Feldhaus (Hrsg.), BundesimmissionsschutzR, Stand: Nov. 2007, § 40 
BImSchG Rn. 62.

80) VGH München, NVwZ 2007, S. 232.
81) Scheidler, Alfred, Gibt es einen Anspruch auf behördliche Maßnahmen gegen 

Belastungen durch Feinstaub?, BayVBl 2006, S. 661.
82) Scheidler, in: Feldhaus (Hrsg.), BundesimmissionsschutzR, Stand: Nov. 2007, § 40 

BImSchG Rn. 62a; Willand, Achim/Buchholz, Georg, Feinstaub: Der VGH München, 
NVwZ 2007, S. 172.

83) Wöckel, Holger, Der Feinstaubschleier lichtet sich – rechtlich, NuR 2007, S.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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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 말

독일에서는 미세먼지의 법적 문제에 관해서는 2005년에 최초로 행정법원의 판결

들, 특히 뮌헨 행정지방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6년에는 행정고등법원들도, 

특히 뮌헨 행정고등법원이 미세먼지의 법적 문제를 판시한 후에, 미세먼지의 문제

는 2007년에도 최종심으로서 연방행정법원에 도달하기에 이르렀다. 

연방행정법원에서는 2007년 3월 29일자 판결에서 미세먼지에 관한 이미씨온 한

계수치가 건강과 관련하여 초과함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행동계획

수립청구권을 어쨌든 독일 국내법에 따라 부인하였으나, 도로교통의 제한을 포함하

는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은 이를 인정하였다.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의 인정은 2007년 

9월 27일자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대기청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여러 가지 문헌과 판례의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긍정설85)(ja)에서 부

터, 절충설86)(제한적 긍정설; ja, aber) 그리고 부정설87)(nein)에 이르기까지 실로 

스펙트럼이 넓다. 아울러 계획무관 조치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문제 

제기도 마찬가지로 논란에 휩싸여 있다. 행정지방법원, 행정고등법원 등 각종 하급

심을 거쳐 제기된 문제의식은 마침내 최고법원인 연방행정법원에 도달되었다. 여기

에서 연방행정법원(BVerwG)은, 행동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방이미씨

온방지법」 제47조 제2항이 말하는 행동계획수립청구권을 거부한 반면, 계획무관

조치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물론 그 조치들이 행동계획의 일부로서 행

해지든 또는 계획과 무관하게 행해지든 동일하게, 원인자의 기여도 및 비례의 원

84) Scheidler, Alfred, Der Feinstaub vor dem Bundesverwaltungsgericht, LKV 2008, S. 55ff. 
85) Calliess, Christian, Feinstaub im Rechtsschutz deutscher Verwaltungsgerichte - 

Europarechtliche Vorgaben für die Klagebefugnis vor deutschen Gerichten und ihre 
dogmatische Verarbeitung, NVwZ 2006, S. 7; Fassbender, Kurt, Grundfragen und 
Herausforderungen des europäischen Umweltplanungsrechts, NVwZ 2005, S. 1131; VG 
Stuttgart, NVwZ 2005, S. 972ff.

86) VGH München, NVwZ 2007, S. 233.
87) Scheidler, Alfred, Verkehrsbeschränkungen aus Gründen der Luftreinhaltung - Ein Beitrag 

zur aktuellen Feinstaubdiskussion, NVwZ 2007, S. 148; ders., in: Feldhaus (Hrsg.), 
BundesimmissionsschutzR, Stand: Nov. 2007, § 40 Rn. 59; Jarass, BImSchG, 7. Aufl. 
(2007), § 47 Rn. 50; Willand, Achim/Buchholz, Georg, Feinstaub: Die ersten 
Gerichtsentscheidungen, NJW 2005, S. 2644; Zeiss, Christopher, Anwohnerklage wegen 
Feinstaub abgewiesen: Ist der Fall erledigt?, UPR 2005, S. 254; Sandner, in: Festschr. f. 
R. Schmidt, 2006, S. 892f.; VG München, NVwZ 2005, S. 1219,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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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2007년 3월 29일과 동년 9월 27일자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은 사실 무엇보

다 논쟁이 시작된 이래로 학수고대한 입장을 명백하게 내리고 있다. 물론 잠정적

인 결론을 맺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유럽 공동체법이 계획수립청구권의 

인정에 관하여 강제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유럽사법재판소(EuGH)에게 사전결정을 

위해 제출되어서 어떤 결정이 거기에서 내려질지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

다88).

요컨대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소정의 「연방이미씨온방지법」에서 대기청정계획 

또는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러한 대기청정계획 또는 행

동계획에 내포된 일정한 조치들을 행정청이 개입하게 청구하는 주관적 공권이 주

민에게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청정계획 또는 행동계획이 없는 

때에는 주민의 행정계획수립청구권은 없으나, 단지 도로교통제한 등 계획무관조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동 법원은 판결하였다.

생각건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는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개입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었으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례를 경

험하고 있는 독일의 판례들과 문헌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소송에서 관련 

쟁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특히,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미세먼지의 이미씨온 한계수치를 정하고 있는 규정

의 제3자 보호규범성(drittschützender Charakter)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미세먼지 관련 소송에서 관련 법령의 제3자 보호규범성을 적

극 수용하는 진보적 판결을 기대해 본다.  

투고일자  2017.08.26.  심사일자  2017.09.13.  게재확정일자  2017.09.19.

88) “유럽 공동체법, 특히 지침(Richtlinie) 96/63/EG 제7조 제3항이 국내 입법자에게 행동계
획을 수립할 행정청의 의무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하는지 여부의 문제는 유럽
사법재판소(EuGH)에게 사전결정을 위해 제출된다.” JuS 2008, S. 270; BVerwG, 
Beschluß vom 29. 3. 2007 - 7 C 9/06 BVerwGE 128, 278 = NVwZ 2007, 695 und 
BVerwG, Urteil vom 27. 9. 2007 - 7 C 36/07 NJW 2007, 3591 = NVwZ 20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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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spruch Drittbetroffener auf behördliches Einschreiten über den Feinstaub

Cho, In-Sung*
89)

  Nachdem 2005 erste verwaltungsgerichtliche Entscheidungen, insbesondere des 

VG München zur Feinstaub-Problematik ergangen sind und 2006 auch die 

Obergerichte, insbesondere der VGH München damit befasst waren, ist die 

Feinstaub-Problematik nunmehr 2007 im Instanzenzug beim BVerwG angelangt.     

   Dieses hat im Beschluss vom 29. 3. 2007 Ansprüche Dritter, die von 

gesundheitsrelevanten Überschreitungen des Immissionsgrenzwerts für Feinstaub 

betroffen sind, jedenfalls nach nationalem Recht abgelehnt, hat aber einen Anspruch 

auf planunabhängige Maßnahmen, zu denen auch Beschränkungen des 

Straßenverkehrs gehören, bejaht. Letzteres wurde mit Urteil vom 27. 9. 2007 

nochmals bekräftigt.

  Die Auffassungen in Literatur und Rechtsprechung dazu, ob es einen Anspruch 

auf Aufstellung von Luftreinhalteplänen gibt, sind geteilt und reichen von einem 

klaren “ja”, über ein “ja, aber” bis hin zu einem klaren “nein”. Ebenfalls 

umstritten ist die Frage, ob es einen Anspruch auf planunabhängige Maßnahmen 

gibt. Auf dem Weg durch den Instanzenzug sind diese Fragestellungen inzwischen 

beim BVerwG angelangt, das einen Anspruch auf Erstellung eines Aktionsplans i.S. 

des § 47 II BImSchG ablehnt, einen Anspruch auf planunabhängige Maßnahmen 

hingegen anerkennt, solange kein Aktionsplan aufgestellt ist. Gleich, ob die 

Maßnahmen als Teil eines Aktionsplans oder planunabhängig getroffen werden, sind 

diese durch den Verursacheranteil und den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beschränkt.

  Die Entscheidungen des BVerwG vom 29. 3. 2007 und 27. 9. 2007 bringen 

damit zwar zunächst die seit Beginn der Diskussion erwünschte Klarheit; allerdings 

wird damit nur ein vorläufiger Schlusspunkt gesetzt, da die Frage, ob europäisches 

* Prof. iur. Dr. University of Ha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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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einschaftsrecht zur Anerkennung eines Anspruchs auf Planaufstellung zwingt, 

dem EuGH zur Vorabentscheidung vorgelegt wurde und völlig offen ist, welche 

Haltung dort eingenommen werden wird.

  In Deutschland gab es Entscheidungen ueber Feinstaub. Der wesentliche Punkt 

liegt darin, ob Luftreinhalte- und Aktionspläne schon aufgestellt worden sind und 

ob in diesen Plänen bestimmte Maßnahmen vorgesehen worden ist. Wenn ja, dann 

gibt der BVerwG den Betroffenen ein subjektives öffentliches Recht, wenn nein, 

dann nicht. Ohne die Pläne kann der Betroffen jedoch auf die planunabhängigen 

Maßnahmen anklagen, wenn die Grenzwerte der Feinstaub überschritten werden. 

Diese Bejahung ist aus dem drittschützenden Charakter der Normen abzuleiten, die 

Feinstaub regulieren. M.E. ist es auch dem koreanischen Gericht zu empfehlen, bei 

der Anerkennung des drittschützenden Charakter der Gesetze der Luftreinhaltung 

positiv einzutreten.

Key words : Feinstaub, Anspruch auf planunabhängige Maßnahmen, Anspruch auf 
Planaufstellung, Immissionsgrenzwert, BVerwG(Bundesverwaltungsgericht), 
Luftqualitätsrichtlinien, Luftreinhalteplan, Aktionsplan, drittschützender 
Charak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