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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학에 있어서 비교법 연구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데 비하여 우

리 행정법학계에서 미국행정법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미국행정법에 한 비교법적 연구의 관점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개개 법제도에 한 비교 뿐 아니라 법제도 근저에 자리 잡은 사고방식과 추론방

식에 한 연구가 비교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방법론의 차이

에 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방법론과 추론방식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고, 다

른 법전통에 하여 그 법전통의 입장에 서서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커먼로 법전통은 오랫동안 우리와는 무관하고 이질적인 요소로 취급되어 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문법 위주의 법질서가 근본적으로 사례법, 판례법 위주의 커

먼로 질서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문에서 인용할 건축신고에 관한 법원 판결은 그 결론이 법조문과 행

정법 도그마틱에서 바로 도출하기 어려운 데다가, 외견상은 커먼로의 유비적 방법

론과 유사해 보인다. 요즘 발견되는 이러한 종류의 판결문들과 사고방식은 커먼로

를 더 이상 남의 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론을 지

지하기 위해서든, 반박하기 위해서든 커먼로에 한 연구가 필요해졌다.

커먼로는 그 개념 확정부터 쉽지 않다. 그래서 먼저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에서 커먼로 일반에 하여 간단히 검토한다. 

다음으로 미국행정법 형성사는 커먼로가 행정법에 하여 가지는 의의에 하여 

연구해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산업화로 커먼로와 행정법이 제 로 첫 면을 

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규모의 행정법률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선례법 위주로 되

어 있던 커먼로 체제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양자가 어떻게 관계 맺었는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그에 관한 연구방법으로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 행정법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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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역사적인 순서로 서술하기 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연방 법원의 세 

판결을 선택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이상의 논의는 우선 우리가 커먼로에 접근하는 방식을 시사한다. 첫째는 역사적 

방식, 두 번째는 방법론적인 방식, 세 번째는, 철학적 방식이다.

우리의 경우는 역사적인 분석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절 없이 단일한 

법전통으로 발전한 커먼로의 경우 역사적 관점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커먼로의 표적인 방법론은 유비적 사고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비형식성을 띠

기 때문에 연역논증과 결합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여, 우리와 같은 

륙법계에서도 법률과 도그마틱에 의한 논증을 전개하면서도 얼마든지 유비적 사고

를 응용할 수 있다. 

철학적으로는, 커먼로는 ① 유명론적, ② 규범주의적, ③ 자연법적 측면의 방법

론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커먼로 방법론에 담겨있는 철학적 뿌리에 

한 지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준의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커먼로를 우리 입장에서가 아닌 커먼로 입장에서 서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

다.

또한 미국 행정법 형성기의 판결을 분석이 알려주는 점은 시 와 법정신에 맞는 

판결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판결들은 공통점이라면 사법적 우

월에 한 지나친 확신에서 비롯된 자의이다. 판사의 자의란 것이 고의적인 태만

이나 불성실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결

국은 역사적으로는 자의적이라는 불명예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늘 경

계를 늦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커먼로, 비교행정법, 미국행정법의 형성, 로크너 판결, 판사의 자의

학  번: 2004-2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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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외국법에 한 비교법 연구의 중요성은 우리 행정법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진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성에 비하여 미국행정법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1) 그 결과 현재 우리 법제와 법학은 여전히 독일법 중

심의 틀에 놓여 있다. 비교법적 연구가 우리 법학과 제도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 

특정국가의 법을 계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외국법에 한 연구는 폭넓고 다양

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2) 

나아가 국제화로 국가간 제도 교류와 수입이 증 되어 법제간 통일 및 융화 현

상이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고유한 ‘법전통’(legal tradition)3)에 이질적

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이 도입되고 이러한 새로운 요소들은 기존의 체계와 충돌

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조화를 이루어 간다. 어제의 외국법과 제도가 내일은 우리

의 법과 제도의 한 내용이 되는 것이 현실에서, 외국법에 한 비교법 연구는 결

국은 우리 법에 한 연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개 법제도에 한 비교법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법전통 

상호간에 교류되는 것은 제도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근저에 자리 잡은 사고방식

1) 동지, 최송화, “미국행정법의 역사적 전개”, 법치행정과 공익 청담 최송화교수 화갑기념

논문집(2002. 6), 박 사. 

2) 동지, 이상규, 미국행정법, 2001, 3면.

3) 이에 해서는 Mary Ann Glendon, Comparative Legal Traditions, West, 2008. 참조. 

한편, 미국 법학자가 커먼로의 입장에서 륙법계에 하여 논한 재미있는 책으로 John 

Henry Merryman 외, The Civil Law Tradition: An Introduction to the Legal Systems 

of Europe and Latin Ameri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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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추론방식도 포함한다. 이를 이해하는 것도 비교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방법론의 차이에 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방법론과 추론방식의 내용

을 명확히 알 수 있고, 다른 법전통에 하여 우리법제도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전통의 입장에 서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륙법계 국가로서, 커먼로 법전통은 오랫동안 우리와는 무관하고 이질

적인 요소로 취급되어 왔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성문법 위주의 법질서가 

근본적으로 사례법, 판례법 위주의 커먼로 질서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

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아무래도 미국 행정법에 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 즉, 미국의 경우 전통적인 커먼로 및 이에 따르는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 때문에 국가의 작용에 관한 특수한 법으로서 행정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후 행정법이 성립·발전된 뒤에도 행정법이란 기본적으로 커먼로에 한 예외로

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4) 

그런데 최근 법원5)은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이하 ‘인허가의

제 신고’라고 한다)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 다. 이는 일응 건축법 조문과 기존의 행정법 도그마틱에서 바로 

도출하기 어려운 결론인데다가, 종전 판결에 의해 인정되던 신고의 법리와의 차이

점 분석을 통해 인허가의제신고의 법률효과를 다르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커먼로의 

유비적 방법론과 유사해 보인다. 요즘 종종 발견되는 이러한 종류의 판결문들과 

사고방식은 커먼로를 더 이상 남의 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론을 지지하기 위해서든, 반박하기 위해서든 커먼로에 한 연구가 필요

해졌다고 할 것이다. 커먼로에 해서 제 로 알지 못한다면 이를 이용하지도, 이

를 이용한 주장을 비판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4) 표적으로, 김동희, 행정법Ⅰ, 29-30면.

5) 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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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커먼로란 어떠한 것이고 행정법에는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

가. 그런데 이하에서 보겠지만 커먼로는 그 개념 확정부터 쉽지 않다. 그래서 먼

저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커먼로 일반에 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미국행정법 형성사는 커먼로가 행정법에 하여 가지는 의의에 하여 

연구해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산업화로 커먼로와 행정법이 제 로 첫 면을 

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규모의 행정법률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선례법 위주로 되

어 있던 커먼로 체제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양자가 어떻게 관계 맺었는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그에 관한 연구방법으로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 행정법의 형성

과정을 역사적인 순서로 서술하기 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연방 법원의 세 

판결을 선택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 같은 연구가 갖는 의의는 

첫째, 뒤에서 살펴보다시피 기본적으로 커먼로의 이해를 위하여는 역사적 관점이 

필수적인데 일종의 미시적 연구 통해 미국 행정법의 형성과정 자체를 이해할 수 

있고, 둘째, 미국 행정법 형성의 특질이 주로 형성된 이 시기에 한 연구를 통해 

커먼로 체제 내에서 성문법 위주의 행정법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하여 엿볼 

수 있으며, 셋째, 상이 된 판결들은 이제는 주로 비판의 상이 되는 판결들이

므로 이에 한 연구를 통해 커먼로 방법론이 갖는 문제점에 하여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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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

당초 이 논문의 계기를 제공한 책은 독일의 공법학자 ‘올리버 렙시우스’(Oliver 

Lepsius)의 커먼로 하의 행정법: 뉴딜시기까지 미국의 발전(Verwaltungsrecht 

unter dem Common Law: Amerikanische Entwicklungen bis zum New Deal )6)

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독일의 학자인 저자가 미국 행정법에 하여 미국 행정법

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1887 년부터 1932 년까지를 중심으로 미국행정법과 커먼로의 

관계를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커먼로가 행정법의 형성을 방해했

으며 미국의 행정법의 형성·발전이란 커먼로에서의 해방과정이라고 생각한다.7) 

이 책의 저자는 미국행정법의 형성과 발전을 저해했다고 생각되는 미국 법원의 

판결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데 이 논문은 그 중에 3 개를 선택하여 그 내

용을 상세히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이 사건 판결들을 분석함에 있어 쟁점들에 

한 렙시우스의 견해를 참고한다. 

6) 위 저자, 위 서명, Mohr Siebeck, 1997.

7) Lepsius, 앞의 책,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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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제의 제기

Ⅰ. 서설

다른 모든 역과 마찬가지로 법제도과 법학 또한 국제화되었다고는 해도 아직

까지 다수의 법률가들에게 커먼로는 피부에 와닿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국제적

인 역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나 법연구자들을 제외하면 당장 눈앞의 사건들을 해

결하기에 바쁜 법률가들은 우리 법 또는 이와 유사한 륙법계 국가의 법을 참조

하기에 바쁘다. 즉, 실무에서 커먼로를 접할 일이 거의 없으므로 커먼로에 한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 그러나, 륙법계와 커먼로법계가 현 의 주요한 두 법전

통이므로 이중 하나에 해서 무관심한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법의 이해도 어렵

게 만든다. 우리 법에 하여 안다는 것은 우리 법의 내용에 한 적극적 이해도 

물론 포함하지만, 우리 법에 한 이해는 우리 법이 아닌 것에 한 이해를 통해

서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건축신고에 한 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무가들에게 다소 

낯선 느낌을 주었다. 이 판결은 건축법상 인허가의제 신고의 효과에 하여 설시

한 판결인데, 다수의견은 인허가의제 신고의 경우 보통의 신고와는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관련법규정이나 기존의 행정법 

도그마틱에서는 일응 도출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법조문상 동일한 용어인 신고에 

하여 그 제도내용에 한 분석을 통해 종전의 법원이 해석한 의미와는 다른 

뜻으로 해석하 다는 점에서 막연히 우리의 전형적인 법원 판결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보면 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법률의 효과를 제한한 셈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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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선례가 법률에 하여 우월적 지위를 지닌 커먼로 법제가 연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판결이 우리 법에 제시하는 의미는 어떠한 것일까. 필요하다면 

앞으로 커먼로의 방법론을 우리의 이론과 실무에도 참고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인

가. 논문에 한 문제의 제기로서 이 판결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2011년 건축신고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갑 소유인데, 원고와 을이 2006. 3. 7. 공동으로 낙찰 받은 

후 다시 원고가 2007. 6. 25. 을 소유 지분을 매수함으로써 원고 단독 소유가 되

었다. 

원고는 2009. 3. 3. 피고에게 너비 3m 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합계 29.15 ㎡

인 건물 2 동을 건축한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 다. 이에 피고는 2009. 3. 6. 

“이 사건 토지는 1991. 7. 24. 인접토지 건축물 신축허가시 당시 소유자 갑으로부

터 토지의 사용승낙을 득하여 현재까지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며, 타 

부지로 진입이 불가한 상태로서 건축법 제 2 조 제 1 항 제 12 호 규정에 의한 현황도

로로 인정된 부지에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기존 건축물로의 진출입이 차단되므로 

건축신고 불가함”이라는 이유로 위 건축신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하 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갑은 1991 년 7 월 무렵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건축되는 다세 주

택의 건축허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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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사건 토지는 2009. 3. 6.까지 약 17 년 7 개월 동안포장이 된 상태로 다세

주택의 거주자들이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건축신고 내용 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 다세 주택의 거주자 등 인

근주민들이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가 막히게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 고, 제 1 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09. 12. 

17. 선고 2009 구합 8091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고, 원심 법원(서울고등법

원 2010. 7. 1. 선고 2010 누 1042 판결)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모두 원

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대법원의 판단

⑴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먼저 일반적인 건축신고8)의 의미와 인정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나서 인허가의제 제도의 취지를 ‘창구의 단일화 내지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의 

시간 및 비용 절감’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그같이 제한하는 목적은 다름이 아

닌 각종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즉, 각종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의한 인허가의제 제도에 

8)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수선(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된다)

 4.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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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심사도 없이 수리만으로 인허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중 한 공익상 또

는 이해관계인의 피해가 유발되며, 인허가 제도를 통한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인허가의제 신고9)는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신고라고 본다.10)

9) 건축법 제14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통령령으로 정하

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

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

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항목 해석 근거

일반적인건

축신고

수리 등 별도의조

처가 필요 없는 

신고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한편, 행정목적상 필요한 정보를 파

악·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청에 미

리 일정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건축신고제도의 취지

인허가의제

신고

실체적 요건에 관

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신고. 따라서 인허

가 의제 관련 법

률이 정하는 기준

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청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인허가의제제도의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

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관할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

은 아니다.

건축법과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

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

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

리하기 때문이다.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

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10)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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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일반론을 거친 후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 다. 먼저 ① 이 사건 토지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여 장기간 인근주민

들의 통행에 제공된 점, ② 건물의 신축으로 인근주민들이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가 막히는 점 ③ 그리고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경험칙상 

이 사건 토지에 한 이와 같은 사정을 있음을 알고 토지를 취득하 다고 볼 수 

있어 인근주민들의 통행을 수인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 다. 

따라서 인근주민들의 이 사건 토지에 한 현재의 토지이용실태가 위법하다고 판

명되지 아니하 고, 그렇다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은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워 국토계획

법 제 58 조 제 1 항 제 4 호11)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

다고 하 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 다.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 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

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

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

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

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9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

금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

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1)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

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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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반 의견

반 의견은 먼저 개별법률에 한 해석론이 기본권 제한에 한 헌법 제 37 조 제

2 항의 한계를 초월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다. 이어 강학상 허가와 신고의 

개념을 언급하면서 신고의 경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청

의 사인에 한 사전감독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할 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하면

서 신고제의 취지를 규정하는데 이 점에 하여는 다수의견과 같다. 

이어 반 의견은 다수의견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는데 ➀ 헌법

적 논거, ➁ 법률적 논거, ➂ 이론적 논거, ➃ 실제적 논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 제시와 순서가 오히려 전형적인 법원 판결에서 취하는 것으로 반

의견은 이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헌법적인 측면에서 다수의견에 

의할 경우 국민의 권리를 해석론을 통해 제한하게 되어 헌법 제 37 조 제 2 항에 반한

다는 점,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같은 해석

에 의할 경우 사법권이 입법권을 침해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을 지적하 다. 입법권과의 관계에서 또한 인허가의제조항이 과다하게 확 되는 

경향은 입법권이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점 또한 언급하 다. 게다가 이 사

건 조항의 위반은 형사처벌로도 연결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문제로도 이어지게 된

다는 것이다. 한편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반 의견은 행정절차법12)의 신고에 관한 

12) 행정절차법 제3조 ➀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

거나 이에 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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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비추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이 불가능하며 그리고 더 기본적으로 건축법

이 문언 상 허가와 신고를 따로 규정하 고, 건축법의 다른 조항들을 종합해 봐도 

허가와 신고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13) 

다수의견의 해석에 의할 경우 다수의견과 반 의견 공히 인정하는 신고제도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 다수의견의 새로운 해석은 종전에 법원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인정해오던 기준과 모순된다는 점, 다수의견이 말하는 ‘수리’란 결국 허가

와 같은 뜻이 되어버린다는 점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문제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게다가 반 의견에 의하면 다수의견은 분쟁해결에 실제적으로 유용한 것도 아닌

데, 왜냐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으로 인하여 행정청의 심사업무가 지나치게 과

중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건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하여 법적 불안이 증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건축허가의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입는 인근주민들은 건

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민법상 상린관계규정을 통한 구제를 모색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분류는 내용적으로 다소 중복되고 편의적인 면이 있지만 반 의

견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와 같은 륙법계 

국가에서 성문법 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도그마틱을 원용한 반 의견이 그 자체

로 논의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13) 한편 구건축법에는 신고에 관하여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가 있어서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의 근거가 되었으나 현재의 건축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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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다수의견에서 주목할 점은 비교적 짧은 설시에도 불구하고 립되는 두 가치가 

명백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서 인허가제도와 신고제도라는 

두 제도가 변하는 가치 사이에서 인허가제도의 취지를 택하는 결정을 내리고 나

서, 건축법상의 신고 제도와 인허가의제 제도를 그에 맞게 해석한 셈이다. 도그마

틱적 용어와 체계적 해석에 의한 반 의견에 비하여 이러한 접근은 근본적 쟁점과 

문제되는 가치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14) 

그러나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인

허가의제 신고의 제도상 차이점이 양자를 달리 볼 만큼 중요한 것인지, 즉 왜 인

허가 제도가 신고제도보다 가치형량의 면에서 더 중요하냐는 것이고 여기에 하

여 별다른 근거가 제시되지 않다보니 그러한 결론이 결국 다수의견의 자의는 아닌

가하는 의구심을 면치 못한다.15)

또한 다수의견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만약 제도간 형량을 하려면 

신고제도와 인허가 제도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가치 사이의 형량은구체적으로 어떻

게 가능할 것인지에 관한 의문 또한 생겨나게 된다. 판사는 규제가 환경 및 도시

14) 이는 반 로 반 의견과 같은 일반적인 판결문에서 단점이 되기도 한다. 즉 반 의견

의 경우는 그 1차적 근거인 법률과 도그마틱은 뚜렷하게 드러나는 반면 특히 법률전

문가가 아닌 경우라면 진정한 뜻과 의도는 판결문만으로 알기가 어렵다. 그런데 요즘

에는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어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단지 법률이 그렇게 규정되어있다는 것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수긍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판결문에 근본적 쟁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게 되면 법

원에서 사건화된 판결에 해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때도 판결을 통해서 드러난 법

원의 입장이 제 로 이해되기가 어려운 단점도 있다. 즉 요즘과 같이 소통이 강조되

는 시 에 우리의 판결문은 당사자들 및 사회와의 소통에 가장 적합한 형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5) 커먼로 체제에서 판사의 ‘자의’가 드러난 판결들의 예시에 하여는 이 논문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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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발전 등에 끼치는 향에 관하여 경제적 분석에 한 유혹을 느끼게 되는 한

편 사법부 내에 그러한 분석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사법부 조직과 

체계는 이에 적합하지도 않다는 점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경제적 분석을 거친

다 해도 과연 법적으로도 타당한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16) 

나아가 제도간 차이점 분석이 추상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사건 사실관계에 

좀 더 충실했더라면 설득력을 증가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다수

의견이 한 것처럼 연역적인 논리전개보다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인허가의제 

상이 되는 인허가 제도의 내용은 어떻고, 그 취지는 무엇인지, 신고에 의하여 인

허가된 것으로 보게 되면 당사자들에게 어떤 향을 미치는 지 등에 관한 상세한 

사실관계 분석도 아쉽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륙법계국가에서 다수의견과 같은 견해가 자칫 성문

법의 효력을 부당하게 침탈할 우려는 없는 지에 관하여 의문이 들게 된다.17)

이 논문의 전개과정을 통해 위와 같은 의문들에 답하여 보기로 한다.

16) 이 문제에 관하여는 제3장의 판결 중 특히 Ⅱ.

17) 이에 관하여는 제2장 Ⅰ. 3.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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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커먼로와 미국행정법의 형성

Ⅰ. 커먼로

여기에서는 커먼로의 개념에 해 간단히 논의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커먼로의 

개념 논의는 커먼로의 역사와 접한 관련이 있다. 륙법계에서는 로마법의 향

으로 봉건적인 관습법이 핵심적 요소를 잃어버린 데 비하여 커먼로가 형성·발달

된 국에서는 중세봉건주의가 로마법과 인문주의의 향을 저지하 고 그렇게 형

성된 봉건시 의 관습법적 제도들이 19 세기까지 존속하 기 때문이다.18) 따라서 

커먼로를 제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관점이 필수적이다.19) 따라서 먼저 커

먼로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에 해 간단히 살펴본다. 다음으로 커먼로 법이론과 

실무가 무르익은 17 세기의 커먼로 법이론을 검토해봄으로써 커먼로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고찰할 것인지에 관한 실마리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1. 커먼로의 역사

⑴ 발생

커먼로는 1066 년 윌리엄 1 세가 이끄는 노르만족의 국 정복에 의하여 시작되

18) 국은 커먼로 형성 이후 거의 1,000년간 외부의 침입을 성공적으로 막아냄으로써 외

부의 법제도의 향 없이 커먼로가 발전한 것이다. 

19) 동지, Geoffrey Samuel, ‘Common Law’, Elgar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Edward Elgar, 2006, 146면, Mary Ann Glendon, 앞의 책,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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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20)21) 이는 사실 정확히는 정복이라기보다는 계승에 가까웠다.22) 

윌리엄 1 세는 봉건제도를 전 국에 확장하 다. 즉 그는 모든 땅을 몰수하여 가

장 충실한 신하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그들의 충성과 봉사를 받아내었다.23)24) 

또한 윌리엄은 소수의 노르만인으로서 다수의 색슨인들을 통치해야 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법제도를 선호하 다. 웨스민스터(Westminster)에 있는 ‘왕립법원’(royal 

courts)에서 왕의 이익에 중요한 분쟁들을 해결하고25), 나머지 지역적 사건들은 지

방의 법원을 통해 해결하게 두었다.26) 그에 따라 국에 산재한 고유한 관습들 그

로 보존되었다. 이처럼 초기의 커먼로 법제도 구성은 이러한 법적인 구상보다는 

행정적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20) Mary Ann Glendon, 앞의 책, 153면. Geoffrey Samul, 앞의 글, 166면.

21) 한편, 노르만 정복 이전의 국법은 오늘날의 커먼로에는 거의 향을 끼치지 못했다. 

당시의 법은 부분 불문법이었고, 구술로 전해지면서 내용도 변화하 다. 그리고 ‘율

리우스 시저’(Julius Caesar)가 국을 정복한 기원전 55~4년 이후 ‘클라우디우

스’(Claudius) 황제가 다시 국을 정복하여 400여년간 로마가 국을 통치하 지만, 

로마인들이 로마법을 국에 들여오지 아니하 기 때문에 당시의 지배를 통하여 국

법이 로마법의 향을 받지는 않았다(Mary Ann Glendon, 앞의 책, 154-155면). 

22) 윌리엄 1세가 직전 왕인 해롤드(Harold)왕과 비슷한 왕위계승서열을 지니고 있었기 때

문이다. 

23) Mary Ann Glendon, 앞의 책, 156면.

24) 여기에서 보여지는 법제도로서 봉건제도의 특이점은 토지와 다른 재산을 명백히 구별

한다는 것이다.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기 때문에 로마법이 생각하는 사적 소유권이란 

없다. 순차적인 분배와 할당을 통해 하나의 토지에 여러 사람이 관계를 맺었기 때문

에 토지와 한 사람 간에 직접적 관계라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한 공적인 토지와 사적

인 토지의 구별이라는 것도 무의미했다. 봉건주의는 땅을 하사하고 하사받은 땅을 계

약에 의해 넘기는 방식으로 유지되었고, 이는 로마법에서라면 소유권과 계약의 문제

겠지만 봉건주의식에 의하면 주권의 문제가 된다(Geoffrey Samuel, 앞의 글, p.146.) 

토지에 한 당시의 이 같은 관념은 오늘날 커먼로에도 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5) 자세히는 다음 항인 ⑵에서 본다. 

26) 당시에 왕이 임명한 지방관리인 ‘셰리프’(Sheriff)도 존재하 다. Geoffrey, 앞의 글, 

146면.



제2장 커먼로와 미국행정법의 형성

- 17 -

⑵ 왕립 법원

노르만조 국 당시에는 정부기능의 분배가 없었다. 왕과 왕에 한 조언자들인 

‘큐리아 레기스’(Curia Regis, the Kings Council)가 사법, 입법, 행정권을 모두 행

사하 다. 그러다가 큐리아 레기스의 몇몇 기능이 새로이 창설되는 다른 기관으로 

분배되었는데, 왕립법원들이 사법기능을 맡았다. 이를 통한 통일적 법적용이 커먼

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27) 왕립법원들은 13 세기에서 17 세기까지 왕에게 

어떤 이해관계 있는 사안을 다루는 지에 따라 구별되었고,28) 그 관할에 한 다툼

을 벌이면서 상호 발전하 으나 결국 나중에는 관할이 통합되고 하나의 커먼로 체

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⑶ 장제도

장제도는 커먼로 법원의 관할을 심하게 제한하 다. 왜냐하면 법원에 소를 제

기하려면 고위관리로부터 특정한 장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왕의 명령을 담아 

왕의 이름으로 발행되는 장은 ‘소송형태’(forms of action)로 알려진 특정한 소

송29)의 개시를 관리에게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장의 종류를 잘못 택하

면 소송이 기각되었다. 장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판사가 새로이 장을 

만들어 낼 수도 없었다.30)

27) Mary Ann Glendon, 앞의 책, 156면.

28) 재정법원(Court of Exchequer)은 세금분쟁에 관한 왕의 이익에 한 법원으로서 최초

의 커먼로 법원이었다. ‘일반 소송법원’(The Court of Common Pleas)는 왕과는 직접

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을 상으로 하 다. 주로 토지나 개인 채무, 계약에 관한 사

건이 다루어졌다. ‘왕의 재판소’(King’s Bench)는 직접적인 왕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

안을 다루었다. 여기서는 문제되는 관리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체포, 금지 및 인신

에 관한 각종 장을 발행하 다. 이 법원은 나중에는 왕의 선결권 남용에 한 견제

도 하 으며, 관할도 점점 넓혀갔다. 

29) 이러한 소송의 종류는 중세 국 사회의 현실에서 발생한 것이었으며, 어떠한 학문적

인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Geoffrey, 앞의 글,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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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형평법

앞서 본 장제도 외에도 커먼로에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다.31) 즉, 부분의 

경우 금전적 구제만이 가능하다는 점, 문맹의배심원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지고, 

배심원 평결에 한 항소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 또한 뇌물과 부정부패, 소송지연 

및 심한 보수주의 등의 문제가 발생하 다. 이러한 문제에 처하기 위하여 왕은 

형평성 있는 구제에 한 청원을 받아들 다. 로마법의 모델을 따른 심문 방식의 

청문을 거쳐서 형평절차는 커먼로의 엄격함을 피하려 하 다. 이러한 청원의 관행

이 형성되었고, 왕은 수상에게 그 임무를 맡김으로서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이 생겨났다. 또한 이 법원에서 행해진 법이 바로 형평법이다.

형평법은 커먼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기 보다는 새로운 관념으로 커먼로를 보충

하려 노력했다.32) 형평법원은 이행강제(injunction)와 같은 새로운 비금전적인 구

제조치를 도입하 다. 형평법원은 처음에는 커먼로 법률가들의 반발을 샀지만 17

세기에 이르러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18 세기에는 커먼로법원과는 또 다

른 법원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그 자신의 선례가 축적되면서 애초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유연성을 상실하고 커먼로와 같이 엄격해졌다.33)34) 

 

30) 장제도의 제한으로 소송이 불가능해지자 가상의 인물을 동원한 의제가 고안되었다

는 점에 관하여 자세히는 Mary Ann Glendon, 앞의 책, 159면. 이후, 19세기까지 이

런 시스템이 유지되다가 추후 법원절차 및 장제도 개선으로 문제가 완화된 것은 사

실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에 하여는 Geoffrey Samuel, 앞

의 글, 148면.

31) Geoffrey Samuel, 앞의 글 147면. 

32) 그러한 예로 신탁을 들 수 있다. 신탁의 이러한 측면에 한 설명으로 Mary Ann 

Glendon, 앞의 책, 162면.

33) Mary Ann Glendon, 앞의 책, 162면. 

34) 오늘날 커먼로와 형평법은 절차상으로는 하나로 합쳐졌지만, 법체계로서는 실질상 커

먼로와 독립되어 있다(Geoffrey Samuel, 앞의 글, 148면.)



제2장 커먼로와 미국행정법의 형성

- 19 -

2. 17세기의 커먼로 법이론

⑴ 도입

앞서 본바와 같이 커먼로가 발전하여 오는 와중에 17 세기에 이르러 커먼로에 

한 법이론도 무르익었다. 즉, 이 시기에 커먼로의 실무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었으

며, 실무에 한 고찰을 통해 커먼로 자체에 하여 일관성있게 이해하려는 커먼

로 법률가들(이하 ‘고전적’이라하면 이 시기의 법률가들과 법이론을 말한다)도 생

겨났다.35) 이들은 주로 실무가들로서 이론가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의 논의는 

부분적이고 체계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문제되는 쟁점들에 한 커먼

로 법률가들의 판단을 이 시기의 논의가 부분 담고 있었다. 이들의 논의를 통해 

커먼로의 개념에 해 포착해 보고자 한다.

당시의 고전적 커먼로 법률가들에게 커먼로란 공통의 관행을 상으로 ‘추

론’(reasoning)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로 생각되었다.36) 여기에서 핵심개

념은 바로 ① ‘공통의 관행’인 관습과 ② ‘추론’ 과정에 사용되는 이성이 된다. 

⑵ 관습

당시의 커먼로에 한 이론은 부분 커먼로가 왕국 내에서의 공통적 관습이라

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관습은 원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37) 이

러한 관습의 원성의 관념을 통해서 커먼로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 

35) Gerald J. Postma. ‘Philosophy of the common law’, The Oxford Handbook of 

Jurisprudence and Philosophy of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590면.

36) Gerald J. Postma, 앞의 글, 590면.

37) 관습이 변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고 보면 원의 의미에 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립이 있었다. 관습의 원성에 한 표현은 이하의 논의를 끌어내기 위한 다분히 의

제적이고 전제적인 개념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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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커먼로는 역사적인 연속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 에 따라 당연히 존재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말할 수 있

는 것은 각 부분들이 전체에 통합되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커먼로에서는 법의 

유효성과 구속력의 근거가 누가 언제 그 법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법이 왕국

내에서 승인되었느냐가 된다. 이러한 승인은 커먼로를 구성하는 이론과 관행에 통

합됨으로써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이 승인은 논리적인 통합의 문제가 아니고 실

제적이고 역사적인 문제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통합은 법제도를 국가에 맞추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커

먼로가 국가와 그 집단적 건전성의 규범적 구조와 뿌리를 구성하게 된다. 그 과정

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쪽에서는 법규범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의 일

상사에 맞게 다듬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규범과 실무에 따라 사람들의 신념, 성

향도 형성되어가게 된다. 그 점에서 커먼로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것

이 과거로부터 연속적인 관행인지도 중요하지만 반 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관행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38) 바로 여기에서 합리성 또는 

이성이 문제되는 것이다.

⑶ 이성 

커먼로는 ‘공통이성’(common reason)이라 하여 커먼로가 자연법과 유사해보이

기도 한다. 그러나 커먼로 학자들은 자연법을 모든 법의 최종적 근거로 받아들이

면서도 거의 자연법을 실제 커먼로와 연관짓지 않았다. 그들이 보기에 자연법은 

너무 추상적이고 이론적이어서 실용적인 커먼로와 맞지 않았다.39)40) 

38) 이상과 같은 커먼로의 특징에 하여 Gerald J. Postma, 앞의 글, 592면.

39) ‘코크’(Coke)는 커먼로의 이성이란 ‘자연이성’(natural reason)이 아니라 ‘인위적 이

성’(artificial reason)이라고 불렀다. 

40) 커먼로의 이성은 자연법의 이성과 달리 일반원칙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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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로의 이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41) 

첫째,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실용적이라는 점이다. 커먼로는 어

떠한 이론의 성공여부를 실제의 효과 여부로 측정하고 여기에서의 효과란 뒤의 사

안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한다.42) 

둘째, 커먼로의 이성은 맥락에 관한 능력을 의미한다. 전형적인 커먼로의 추론

은 귀납적이거나 연역적인 것이 아니라 유추하는 것이다. 즉 유사성과 차이점을 

기초로 하여 종전 사안으로부터 당해 사안을 논함으로써 당해 사안을 공통의 경험

이라는 전체적 맥락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43) 

셋째, 그 결과 커먼로는 비체계적이다. 이론적인 관점은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

만 동원된다. 물론 커먼로의 사고도 일관성을 중시하지만 그것은 국소적인 일관성

이고 전체적, 도덕적 일관성은 별로 중요치가 않다. 이는 실용성의 결과로 생각된

다. 커먼로의 비체계성은 일정부분 자발적인 것이다. 커먼로 법률가들 스스로 체

계화에 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커먼로의 이성은 필수적으로 담론적이다. 그것은 당사자 사이의 깊은 추

로 어떠한 규범의 정당성의 내용적 평가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보다 이는 추론의 

확립된 과정이다. 둘째, 성문법이 명확한 결과를 내놓지 못할 때 자연법연구자들은 또

다른 도덕적 근거자료를 찾지만 커먼로 법률가들은 커먼로에 의한 경험과 예시에 의

존한다(Gerald J. Postam, 앞의 글, p.593).

한편 뒤에서 보는 커먼로의 자연법적 방법론(제2장 Ⅰ. 3.)은 ‘자연법’의 개념에 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의한 후 법률에 한 관계라는 맥락에서 전개되는 논리로서 일

반적인 경우의 자연법을 상정한 이 부분의 일반적인 비교와는 그 차원이 다소 다르다. 

41) 이에 관하여는 Gerald J. Postma, 앞의 글, 593면 이하 참조. 이러한 특징들은 뒤에서 

보는 커먼로의 방법론에서 거의 그 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2) 미국의 판결들이 우리의 판결보다 심리에 있어서 사안 자체를 넘는 의미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들이 

어디까지나 논의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심이 실용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3) 커먼로 방법론으로서 유추의 자세한 의미에 하여는 다음 3. 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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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논증의 문제이다. 커먼로는 특별히 재판절차를 염두에 둔다. 법원 밖의 어떠

한 개인도 홀로 진실을 발견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 한 논증을 통해서만이 

법이 발견되는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커먼로의 이성은 공유되는 것인 결과 철학자나 이론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무가들에게 적합하게 된다. 

⑷ 선례

앞선 항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고전적인 커먼로 이론에서 선례가 이론적으로 어

떻게 취급 되었을 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다. 커먼로에 있어서 선례의 중

요성이란 당해 사안의 논증에 있어서 선례가 가지는 성격과 중요성에 달려있었다. 

어떠한 판결도 판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향후 

판사가 사회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앞선 판결의 이론과 규정을 시험할 수가 있었

다. 그리하여 앞 선 결정이 커먼로로 통합될 수 있고, 그리하여 당해 사외의 논증

과 심리에서 받아들여져야만 법적인 지위를 얻었다. 그렇지 않으면 선례라도 법적

인 권위를 얻지 못하 다.44)45)

44) 동지, Gerald J. Postma, 앞의 글, 597면.

45) 선례는 당해 사안에서 심리와 추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추론을 유도하고 추론의 초점

을 제공하는 것이다. 당해 사안의 판사는 앞선 사안의 법원과 함께 선례에서 제시되

었던 추론에 참여하고 그 추론을 당해 사안으로도 확장하는 것이다.(Gerald J. 

Postma, 앞의 글, 590면) 이러한 발언은 커먼로의 선례에 한 구속성에 한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되는 한편, 유사한 선례가 있으면 깊은 고려없이 그를 따라가고 마는 법

원의 관행에도 경종을 울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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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먼로의 방법론-유비적 사고

⑴ 도입

앞서 본 고전적 커먼로 법이론은 법을 규범들의 체계로만 다루는 것을 경계하

고, ‘실제적 추론의 관행’(a practice of common practical reasoning)을 그 출발점

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는 커먼로의 방법론적인 기초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커먼로의 특징46) 중 방법론으로서 형태를 드러내는 것은 유비적 사고이

다.47) 

앞서 커먼로에 한 논의가 암시하듯이 커먼로는 전체적으로 의식적 비체계성을 

추구하고 따라서 유비적 논증에 한 논의도 전체적으로 공식화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있지만 그 철학적 근저를 포함하여 논의를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⑵ 비형식성 

연방 법원의 판결문을 읽다보면 전체 체계상 연역논증을 사용한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비적 추론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 유비적 추론이 연역논증을 포함하며 이를 추론의 한 과정에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48) 연역 논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고가 한 전제에서 다른 전제로 옮겨

가지만, 추론자로 하여금 전제를 받아들이게 하지 못한다. 그를 위해서는 추론이 

필요하다. 추론이 연역논증의 도움을 받아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결론을 받아들이

46) 이에 하여는 앞의 항 중 ⑵

47) 이는 두 개의 지적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바로 유비적 추론과 반성적 평가이

다. 둘은 보통 병행되나 반성적 평가는 암묵적인 경우가 많다. 주로 어려운 사안(hard 

case)에서 반성적 평가가 문제되는 데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Gerald J. Postma, 앞의 

글, 607-9면. 

48) 동지, Gerald J. Postma, 앞의 글, 60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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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49) 

이런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유비적 추론에는 공식적인 추론의 규칙도 

없다. 그럼에도, 그것은 추론의 형식이고, 단순한 느낌이나 직관은 아니다.

⑶ 유비적 추론의 2 단계 

유비적 추론이란 예시에 의한/로부터의 추론이다. 이는 근본적 방식이나 서술된 

규정 없이 한 사안에서 다른 사안으로 옮겨간다.50) 

49) 연역논증과 추론의 관계에 한 ‘포스트마’(Postma)의 설명은 논증의 한계를 잘 설명

하여 준다는 점에서 탁월하다. 흔히 논리적으로 판결문의 체계만 갖추면 당사자들에 

한 설득력도 확보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의 이러한 설명은 그것이 

사실과 다름을 잘 설명해준다. 

한편, 연역논증과 유추의 관계에 하여 보통은 연역논증만 적용되는 것은 사안이 다

소 ‘쉬운’ 경우(easy case)이고, 사안이 어려워지면 연역논증으로 시작되더라도, 선례의 

적용여부에 하여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히 유추로 이어지게 된다는 설명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설명 또한 양자의 실제적인 관계를 잘 지적한다고 생각된다

(William Burnham, Introduction to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2006), 

West, 71-72면). 

50) 유비적 추론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당해 사안은 다음과 같다. 갑이 배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문제가 있는 수표로 갑을 

기망하여(‘faudulent check’를 이용하여) 갑으로부터 배를 산 다음 이를 병에게 판다. 

그런데, 병은 배값을 제 로 치루었고, 을의 기망사실을 몰랐다. 갑이 병에게 배 반환

을 구한다.

이에 한 선례로서 다음 사안이 제시된다. 사실관계는 갑이 배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배를 훔쳐서 이를 병에게 판다. 그런데, 병은 배값을 제 로 치루었고, 장물이라

는 사실을 몰랐다. 갑이 이제 병에게 배 반환을 구한다. 이에 한 법원의 판단은 다

음과 같다. “병이 배에 하여 정당한 값을 지불하 고, 절취사실을 몰랐으므로 소유

권(title)을 취득하 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매자 을은 배를 

불법적 수단으로 취득하 고 따라 배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 다. 을 

자신이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병에게 이를 넘겨줄 수도 없다. 게다가, 이

러한 논리는 도둑으로 하여금 장물을 쉽게 팔지 못하게 만드는 장점도 있다. 갑 승소”

당해 사안은 선례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즉 소유자는 절취로부터는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지만, 사기에서는 방어수단을 세울 수 있다. 소유자는 결제수단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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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개별사안 단위의 사고는 철학적으로는 유명론의 향이라고 볼 수 있다. 

유명론은 일반개념이란 고유한 새로운 존재가 아니고 개별자들을 공통적인 특징에 

따라 규정한 것일 따름이며 따라서 개별자들이야 말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객

체라고 보는 입장이다.51)52) 그렇다면 예시에 의하여 한 사안에서 다른 사안으로 

철저한 증빙을 요구하여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절취는 어느때고 일어나며 

방지하기가 어렵다. 또한 병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소유권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나마 사기로 취득된 물건은 그 소유권한(title)을 확인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 사건 거래는 갑의 판매계약서 등 완전한 거래의 외관을 갖추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절취사안이 선례의 경우에는 아무런 권한이 을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당해사안에서는 취소 가능한 권한이 을에게 넘어가고, 이 권한이 무고한 병에

게 넘어간 경우에는 갑은 배를 병에게서 찾아 올 수 없다고 보게 된다(이같이 절취와 

사기를 구별하는 것은 미국상법전을 포함한 미국 내 다수의 주의 태도와도 일치한다).

나아가, 당해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병이 저렴한 가격을 지불했고, 을의 기망사

실에 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안을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에는 당해사안과 

사실관계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앞서 당해 사안에서 든 중요한 

근거가 병이 기망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었기 때문이다. 

이 예시는 간단하기는 하지만 유비적 추론의 실제를 잘 보여주고, 우리의 사고

와의 차이도 잘 드러내 준다(Burnham, 앞의 책, 70-71면) 

51) Walter Gustav Becker, ‘Das Common Law Als Methode der Rechtsfindung’, Berilner 

Kundgebung 1952 des Deutschen Juristentages, 41면. ‘벡커’(Becker)의 이 논문은 독

일법률가 회의 연설문인데 커먼로의 방법론적 특징을 ① 유명론적, ② 규범주의적, 

③ 자연법론적인 3가지 철학적 근거로 설명한 탁월한 글이다. 커먼로 법률가들 스스

로도 알기 어려운 커먼로적인 방법론의 특징을 근본적인 철학적 입장으로 잘 제시하

다. 이 논문에서는 내용의 흐름상 필요한 부부분에서 세 가지 내용을 간단히 소개

한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을 기억한다면 커먼로의 사고방식을 그들 입장에서 쉽게 이

해할 수 있다. 

52) 이에 비되는 것이 일반개념들이 개별자들과는 다른 결합을 통해 새로이 등장한 존

재라고 보는 입장이 보편주의다. 사실은 일반개념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더 작은 

요소로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벡커가 드는 예는 자신이 강의하는 강단→나무, 못, 아교

→분자, 원자 등 최소 입자) 항상 개념을 사용한 사고를 할 때는 우리 자신의 사고가 

유명론적인 것인지 보편주의적인 것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한다(Becker, 앞의 글, 41면).

예컨  택배운송을 유명론적으로 이해하면, 당해 택배운송계약에서 의무와 권리에 하여 

집중하지만, 보편론적으로 접근하면 종류물권에 한 구성요건(Gattungssachenbe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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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가는 유비적 사고야 말로 유명론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하겠다.53) 

유비적 사고를 2 단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 이상의 선례(선례의 판시와 사실 관계)를 당해 사안의 다소간 상세히 

제시된 사실관계의 틀로 가져온다. 그리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따져본다. 이 단계

에서 유사성에 한 거친 평가를 통해 잠정적인 조군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과

정에 이미 관련성이 평가되는데, 이를 ‘임계 관련성’(threshold relevance)이라고 부

를 수 있다. 당해 사안의 사실관계가 일응의 조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선례들을 

찾아내는 반면, 당해사안의 사실 제시 자체가 선례들과의 유사성과 그들이 속해있

는 범주에 의해 향을 받는다. 

다음으로 조군들 중 좀 더 강한 관련성이 있는 사안들이 ‘유사사안’군에 들어

가고, 나머지는 ‘구별’(distinguish)하게 된다. 사안들 중의 일부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패턴이 형성된다. 이를 완벽히 서술하는 것이 불가

능할지 몰라도 어떠한 조치를 위한 안내도가 생겨난다. 최초 조군의 모든 부분

—당해 사안과 유사하게 판단되는 사안, 다르거나 구별된다고 판단되는 사안, 그리

고 당해 사안 자체—에서 이러한 사안들의 유사성을 형성시킬 이성적 압력이 나온

다. 유사 사안의 사례군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중심점들 사이에 균형점을 찾은 결

과이다.54) 

하에서 택배운송계약을 이해한다.

53) 벡커(Becker)에 따르면, 구체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어의 특성에다가 국의 저명한 

철학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유명론을 따랐으며—즉, 베이컨(Bacon), 로크(Locke), 버클

리(Berkely), 흄(Hume) 등—실용주의철학이 국과 미국에서 활발하 다는 점, 또 저

명한 법이론가들은 부분 유명론자라는 점 등이 더해져서 커먼로의 유명론적 특성이 

생겨났다고 본다(Becker, 앞의 글, 43-44면)

54) Gerald J. Postma, 앞의 글, 6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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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강한 관련성의 평가 

임계 관련성을 지닌 강의 조군을 만드는 과정 또한 흥미로운 이론적 문제들

을 제기하지만, 강한 관련성의 평가가 가장 혼란스러운 문제다. 강한 관련성 여부

에 따라 현재의 사안을 유사사안군—최초 조군 중 몇몇만이 속한—으로 가져오는

지가 결정되고, 이러한 구별을 기초로 현재 사안이 결정되기 때문에 강한 관련성

의 평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55)

이 문제는 결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황적이며 사안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

지만56) 유의할 점은 커먼로 방법론에 담겨있는 인적 규범주의이다. 즉, 커먼로의 

방법론은 법이 사회의 반 이라고 보기보다는 법 자체 내에서 생성된다고 보기 때

문에 규범주의적57)이며 그러한 ‘법생성자’(Rechtsautor)가 판사라는 면에서 인적인 

규범주의 또는 ‘자기논리적’(egologisch) 규범주의이다.58)59) 이러한 입장을 전제로 

강한 관련성의 평가가 갖는 규범적 의미에 하여 보겠다. 

유비적 사고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의 판단이 관련성에 한 규정을 상정하는 것

55) 필자에 따라서는 이 단계를 ‘차이점과 유사성에 한 중요성의 평가’라고 부른다

(Burnham, 앞의 책, 69-70면).

56) 동지, Burnham, 앞의 책, 70면.

57) 법을 규범주의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법을 사회의 산물이나 또는 사회 자체라고 보

는 것을 거부하고, 개별 법규범을 법규범 자체만으로 파악하는 입장을 말한

다.(Becker, 앞의 글, p.45)

58) 커먼로 체계에서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선례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유비적 사고 등의 

방법론이 필수적 전제가 된다. 게다가 당해 사안이 그 분야에 한 첫 결정일 때는 

의거할 선례가 없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커먼로의 규정에 한 최종적 소스가 어떤 

것인지에 하여 오늘날 커먼로 국가들은 바로 판사가 만드는 법이 커먼로의 창의적 

요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Burham, 앞의 책, p.44)

59) 독일에서는 보편주의적-초개인적(transpersonal) 사고 때문에 켈젠(Kelsen) 등을 제외하

면 규범주의적 사고는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독일식의 규범주의 내지 실증주의

가 미국의 그것과다른 점은 독일에서는 규범들을 계층적, 조직적 구조에 편입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단일한 층의 공식적, 비공식적 규범만을 인

정한다(Becker, 앞의 글,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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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지만, 관련성 판단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개별적인 것도 아니다. 즉 유추와 

비유추의 경우 반복가능한 속성들이 비교 상이 되는 사안의 다른 사실들 무더기

에서 선택된다. 그리고 그 결과 조성된 체계는 장래를 위한 ‘패턴’으로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유비적 추론의 힘이란 그러한 패턴이 규범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판사가 유비적 추론의 결론을 규칙처럼 만드는 것도 가능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은 추론과정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도 아니다. 유비적 추론에 있어서 전제로 기능하는 고정되거나 

결정된 규정은 없다. 

그런데 유비적 추론에 있어서 강한 관련성의 평가는 도덕 등 일반적인 이론적 

고찰의 결과가 아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는 어떠한 원칙을 갖고 당해 사안을 조

군의 예시들에 위치시키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그럼에도 유비적 사고는 행동

을 지시하는 규범으로서의 실용적 목적을 갖는다. 그러므로, 유사사례군은 흥미로

울 뿐만 아니라 판사나 사회일반에서 따를 수 있도록 이해가능한 패턴을 제시해야 

한다. 그 패턴은 그 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규범적인 의미를 가져야 한다. 커먼

로 추론은 한편, 예시를 향해 뒤를 돌아보고, 다른 한편, 심리자와 국민들이 향해

가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이 추론이 과거를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향후 규범

적인 방향을 위해서다. 

다음으로 커먼로 추론은 규범적 지침을 제시하고, 공적인 중요성이 있는 사회의 

문제들에 기초를 제공하려 하며,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된 범위 내에

서 정의의 개념에 복종하게 된다. 이 문제는 ‘유사한 것과 같이 보이는 사안을 다

르게 취급하는 것이 언제 정당하다고 할 것인가’의 문제로 요약된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정의의 포괄적이고 결정적인 개념은 아니다. 일견 보기에는 도덕적인 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완벽한 도덕적 정당화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유비적 사고가 예컨  일관성과 같은 형식적인 관념으로 사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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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유비적 사고는 완전히 빈 

관념이 되어버린다. 모든 사안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어떤 사안과 유사한 면이 있

고, 그러한 유사성은 규정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악된 

강한 관련성은 완전히 무차별적이다. 정의는 상을 차별하여 어떤 것과는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어떤 쪽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무차별한 강한 관련성은 정의와

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강한 관련성의 규범적 개념은 실체적인 제한을 부과한

다. 정의의 실체적인 관념에 하여는 아직 적합한 관념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렇

다고 해서 강한 관련성의 평가에 정의가 기능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

다. 중요한 점은 정의가 유비적 추론의 강한 관련성의 평가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는 점이다.60) 

4. 결어: 커먼로의 개념

커먼로를 원칙적으로 어떠한 권위있는 입법에 귀속되지 않는 그러한 종류의 법

을 말한다61)고 일응 정의해 본다면 이러한 정의는 ① 그 결과 조성된 법의 내용, 

② 그러한 법을 만드는 방법론, ③ 법의 종류로서의 법원(法源)론의 세 가지 면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커먼로의 개념규정에는 종종 3 가지 요소가 섞여있다.62) 

60) 이상에 하여는 Gerald J. Postma, 앞의 글, 605-7면.

61) Lepsius, 앞의 책, 31면.

62) 미국의 표적인 법률용어사전인 블랙스 로 딕셔너리(Black`s Law Dictionary)에는 커

먼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놓았다(Bryan A. Garner 편집, 위 서명, 117-118면). 

 1. ‘성문법’(statutes)이나 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에서 도출된 법 체계. 

비교: ‘성문법’(statutorary law)

 2. 륙법계와 구별되는 국법제도에 근거한 법 체계. 비교: ‘ 륙법’(civil law)

 3. 지역적으로만 적용되는 ‘특수법’(special law)와는 다른 전국가에 공통되는 일반법 

 4. 형평법과는 반 되는 커먼로 법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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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커먼로 개념에 커먼로가 실존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담겨 있다. 그래서 

사례법(Case Law)과 커먼로를 종종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63) 그러나, 앞서 본 커

먼로의 역사나 그에 한 커먼로 이론에 한 논의에 의하면 커먼로는 어떠한 추

론의 확립된 과정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에 따르면 커먼로는 그 내용이나 법원

(法源)이론의 관계에서보다는 법에 한 태도나 판단방식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64)65) 그 구체적인 발현으로 방법론의 측면에서 커먼로를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벡커는 1950 년 에 이미 성문법이 아닌 선례법의 성격의 앵글로 아메리카의 법

형태로 이해되어온 커먼로가 커먼로가 사실은 법이 아니며 단순한 ‘법적인 방법

론’(rechtliche Methode)이라는 주장을 제기하 다.66) 

이 중 3.번은 커먼로가 처음 형성될 때 명칭이 붙게 된 계기와 관련이 있고, 4.번은 

앞서 본 형평법의 발생으로 구별되는 명칭이다. 2.번은 비교법적인 명칭이며(이같이 

커먼로를 정의하고 있는 것은 Geoffrey Samuel, 앞의 글, 145면) 이같이 커먼로를 정

의하더라도 커먼로의 어떤 점을 륙법과 비교할 것인지에 관하여 답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커먼로의 개념은 여전히 문제된다. 렙시우스가 위와 같이 커먼로를 정의한 것

은 1.번을 독일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판사가 입법을 한다는 관념

이 없기 때문에 위 사전과는 표현이 달라졌지만 실질상 내용은 유사하다. 독일과의 

차이점을 감안하고 보면 렙시우스의 정의가 커먼로를 사례법과 동일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다.

63) Burnham, 앞의 책, 40면. ‘번햄’(Burnham)은 미국의 법원을 제정법(enacted law)과 

사례법(case law)으로 구별한 다음 사례법 내부에서 커먼로 사례법(common law case 

law)과 제정법(case law interpreting enacted law)을 해석하는 사례법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런 식의 구별은 제정법의 증가로 커먼로의 역사적인 의미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64) 동지, Lepsius, 앞의 책, 32면.

65)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커먼로가 인식가능하며 규정된 것이라는 간주하는 선

이해에 입각한 주장이 있다. 예컨 , 리차드 포스너(Richard Posner)는 커먼로를 효용

극 화에 관한 경제이론과 동일시하여 커먼로를 암묵적 경제논리로 귀속시켰으며, 실

용주의와 자유주의도 커먼로의 내용으로 보았다.

66) Becker, 앞의 글, 39면. 벡커는 같은 주장을 한 학자들로서 ‘로스코 파운드’(Rosc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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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주장은 조금 극단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런데 객관적인 법을 결

과로서 취급하여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법” 표현 자체가 법적인 결과물을 이뤄내

기 위한 방법론적인 노력을 요청한다는 점은 체로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이다. 이

러한 주장이 바로 커먼로가 방법론적 성격을 지닌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면이 있

다.67) ‘법규범’은 개별적 사안을 규율하기 위한 각 규정들의 전체이기 때문에, 이

러한 법규범을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필자는 커먼로가 방법론으로서만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비교법

적인 차원에서 우리 법제도와 법학에 참고할 만한 중요한 부분은 커먼로의 방법론

적인 차원이며, 커먼로의 방법론적인 개념이 우리 법률가들에게 낯설게만 느껴지

는 커먼로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식

을 예로 들자면 특정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 그 음식에 해서 잘 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요리의 원리를 알고 응용·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요리를 만드

는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68) 

Pound), ‘구터리지‘(Gutterideg), ‘데칸 에드워드 레비’(Dekan Edward Levi)를 든다. 

67) 동지, Becker, 앞의 글, 39면. 

68) 물론 커먼로에 한 여러 관념들은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만 지칭한다고 보기 어

려운 경우도 많다. 이하 이 논문에서 커먼로라는 표현은 주로는 방법론적인 차원, 그

다음으로는 비교법적으로 륙법계와 비교하기 위하여,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

례법을 지칭하는 경우로 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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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커먼로와 행정법

1. 커먼로와 행정법의 분리

커먼로를 방법론적으로 이해한다면 논리적으로 커먼로가 행정법과 모순되며 필

연적으로 커먼로가 행정법을 구속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게 된다. 법률 또한 

커먼로의 상이 될 뿐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행정법 형성기에 종전

의 커먼로 체계가 새로 등장한 규모의 행정법률에 하여 취한 태도69) 때문에 

행정법의 해방 또한 문제되는 것 같다. 커먼로를 사례법과 같이 내용적으로 이해

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문제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렙시우스는 행정법이 커먼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그 어려움을 토로한

다. 커먼로가 한편 미국 법질서에 보편적인 기초이면서, 다른 한편 명확히 경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커먼로 법질서가 공법 내지 행정법의 잠재적인 자율성을 위

한 경계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정확한 정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커

먼로가 모든 것에 관여하므로, 행정법 내지 공법으로 이른바 커먼로의 흠결을 보

충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70) 

이에 렙시우스는 고유한 행정법이나 심지어 공법 자체가 미국에서 언급된다면 

이는 기껏해야 커먼로에서 나온 구체적인 사안해결에 지향된 과정일 뿐이며, 이는 

시간이 가면서 고유의 이론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결국 사법(私法) 범주와 구별되

겠지만 그렇다고 하도 그것이 커먼로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69) 그에 관하여 자세히는 이 장 4. 및 제3장

70) Lepsius, 앞의 책, 3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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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렙시우스가 전제하는 행정법의 커먼로에서의 해방·분리가 당연한 전제

인지는 의문이다. 독일식의 공・사법 분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미

국의 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 것은 아닐까. 

다만 이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커먼로와 행정법률의 법률의 관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사건 논문의 상이 되는 행정법 형성기를 중심

으로 하여 살펴본다.

2. 커먼로 체계에서 선례와 법률의 관계71)

⑴ 법률에 한 제한적 해석

19 세기 당시 미국에서 선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 고 법률은 단지 커먼로를 

주변에서 수정하는 역할을 하 다. 그 규율범위도 개별사안으로 제한되었다. 기본

적으로 커먼로 체계에서는 법률이 특수한 경우의 ‘법 규칙’(rules of law)만을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72) 

선례와 실정법률의 관계는 육체와 인공장기와 유사하며 실정법은 선례의 역에

서 침입자처럼 취급되었다. 또한 선례를 보충하고 신하는 법률은 좁게 해석되어

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커먼로 원칙이었다. 이러한 사고에는 법률은 그 자체로 

제한이 없는 자유 역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역은 가능한 제한되어야 하

71) 렙시우스는 커먼로를 방법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커먼로를 사례법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그리하여 렙시우스가 커먼로와 법률

의 관계를 논하는 부분은 필자가 보기에는 판결 내지 선례와 법률의 관계라고 봄이 

타당한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가능한 커먼로라는 표현 신 선례라는 표현을 사용

하 다.

72) 커먼로 체계의 법률에 한 태도에는 앞서 본 유명론적 입장의 향도 무시할 수 없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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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면 선례는 자유 역을 단지 형성하는 것이라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73)74)

⑵ 법률의 해석기준

두 번째로 커먼로는 법률이 측정되어야 할 기준을 제공하 다. 선례들은 다양한 

시기의 다양한 법원 판결에 매번 등장하면서도 동시에 항구적이고, 항상 이성적인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커먼로는 그 유효성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75) 반

로 법률에는 유효성과 효력에 한 입증책임이 부과된다.76) 

선례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향을 미친다. 즉, 선례는 법원이 어떤 법률을 

어떤 사실관계에 적용할 지에 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 법률은 항상 사실관계에 구속되어 적용되는데, 규범적 표현이 사실에 

결합하여야 이해가 가능하다. 즉 법률은 판례를 통해 선례의 한 사례로 바뀌어져

야 적용이 가능한 셈이 된다. 규범적인 법률은 선례과 사실관계를 통한 비교를 통

해 새로운 상황에 적용되지만, 이는 륙법계에서처럼 법률에서 일반적, 추상적으

로 연역되는 것이 아니다. 

73) 륙법계에서는 법률이 특수한 ‘규칙’(rules)을 도출할 수 있는 ‘원칙’(principle)을 담고 

있다고 보는 반면, 커먼로 판사들은(입법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에 ‘규칙’이 도출되

는 ‘원칙’이 담겨있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륙법계에서는 법률의 유추적용이 활발한

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용어의 한계 내에서 적용될 뿐 유추적용은 하지 않는다

(Burnham, 앞의 책, 51-52면). 그 공백은 커먼로가 메운다. 즉, 다음 항 ⑵ 참조. 

74) 한편 오늘날에는 국과 미국에서 공히 성문법률에 한 적 적 태도는 없어졌다. 그

리고 현 사회에서 법의 주된 형식으로서 성문법률의 정당성은 완전히 인정되었다. 그

렇다고 하여도 양자의 관계에 한 생각 즉 법이란 ‘커먼로에 약간의 성문법이 더해진 

것’이라는 관념은 변함이 없다. 비유적으로 보자면 커먼로란 양동이에 담긴 물이고, 

성문법은 돌맹이이다. 오늘날 돌맹이가 물보다 더 많아졌다고 해도 기본적 관념은 변

함이 없다(Burham, 앞의 책, 53면). 

75) 앞서 본 17세기의 커먼로 법이론의 내용을 보아도 그렇다. 

76) 이는 륙법 전통에서는 자연법, 초실정법 또는 기본권 및 헌법적 가치가 맡는 역할

이다. 이와 연관된 맥락의 논의가 다음 항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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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적용에 있어 선례를 통한 사실관계 구체화와 그 사실적 비교가능성이 

법률의 규범적 표현 및 평가보다 중요해진다. 오늘 날까지도 미국 법률가들이 보

기에 법률은 법원결정을 통한 전환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77) 

⑶ 커먼로의 자연법적 방법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법률과의 관계에서 선례는 마치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 자

연법과 같은 역할은 한다. 이런 모습이 벡커에게 자연법을 연상시킨 듯하다. 이를 

들어 그는 커먼로의 자연법적 방법론이라고 불렀다.78) 

여기서의 자연법이란 인간의 행동과는 무관하며 실체적인 가치를 갖는 실재로서

의 자연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규범에 ‘결함이 있는’(defektiv) 경우에 행하여지

는 해석과 판결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로운’(effektiv) 법의 개선을 목적 법률이나 

판례, 사적 규범 중 특정한 한 태양을 취하여 만들어지는(gesetzt) 규범의 모든 경

우를 말한다.79) 

슈타믈러(Stammler)에 따르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자는 자신도 모르게 실정법 

규정과는 독립된 규범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

하는 ‘옳다’(richtig)와 ‘그르다’(unrichtig) 사이의 구별이 생긴다. 그런데 이런 구별

이 틀린 것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80)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자연법과 실정법의 이원주의는 합리적인 변증법

(Dialektik)에 한 것이다. 법적으로 사유하고 행위하고 규범을 제정하는 자는 실

77) 이상에 하여, Lepsius, 앞의 책, 40면.

78) Becker, 앞의 글, 50면, 벡커는 커먼로의 유명론적, 규범주의적 특성이 외형상 드러남

에 비하여 자연법적 측면은 잠복해있다고 하 다. 

79) Becker, 앞의 글, 50면. 

80) Stammler, Die Lehre von dem richtigen Rechte 12면 이하(Becker, 앞의 글, 50면에

서 재인용)



커먼로의 행정법 방법론에 한 의의에 관한 연구

- 36 -

정법적 규범과 자연법적 규범의 양 극단 사이에서 사고하고 당연히 그러한 범위에

서 규범을 제정한다. 

나아가 커먼로 방법론으로서의 자연법의 특성은 보수적인 자연법81)을 말한다.82) 

보수적인 의미의 자연법은 커먼로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어서 실제로 자연법을 커

먼로의 특징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커먼로에는 자연법적인 제도·개념과 특정한 법상의(spezifisch-rechtlich) 제도·

개념 사이에 상응하는 평행적인 구조가 있다. 자연적인 의미에서의 권리는 ‘right’

로, 특정 법에서의 권리는 ‘legal right’라고 한다. 자연적 의미의 법률행위를 통한 

의무부담의 구속력 있는 행위 또는 약속은 ‘promise’라고 하고, 법적인 의미의 그

러한 행위를 ‘contract’83)라고 부른다. 자연적 의미의 민사적인 비행(malum per 

se)은 ‘wrong’이라 하고 법적인 의미의 민사적인 비행(malum prohibitium)은 ‘tort’

라 한다.

요건사실에 맞지는 않지만 사실관계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청구권84)은 ‘사

실상의 청구’(de facto-claims)라고 불린다.85) 사실상의 청구에 기한 판단은 항상 

81) ‘혁명적’(revolutionär) 자연법이란 ‘법률에 반하는’(contra legem) 자연법적 입법을 말하

고, ‘보수적’(konservativ) 자연법이란 ‘법률을 넘는’(praeter legem) 자연법적 입법을 말

한다. 

82) 독일 법률가들과 개의 일반인들에게 자연법이라고 하면 혁명적 자연법을 의미한다. 

보통 자연법에 한 판단이 내려지면 법률에 맞섰다는 바로 그이유로 찬사 또는 비난

을 받게 된다. 그런데, 커먼로는 이러한 종류의 자연법에 하여는 거의 알지 못한다. 

국의 권리장전과 미국헌법이 혁명적 자연법의 헌장이라고까지 불리는데도 그렇다. 

그리고 그 점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커먼로와 자연법이 모순된다고 생각한다(Becker, 

앞의 글, 51면).

83) 그러므로 로마법에서의 계약(Vertrag)의 의미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84) 바로 다음 단락에서 보는 구성요건 내지 요건사실 부합성(Tatbestandmässigkeit)은 없

다하더라도 사안적합성(Sachverhaltsmässigkeit)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5) 블랙스 로 딕셔너리에는 ‘de facto’를 ‘형식적,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하여도 효과를 

갖는’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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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종종 자연법적인 사고에 의하여서만 지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을 법률

을 넘는(praeter legem) 보수적 자연법적인 판단으로 파악할 때만 이러한 판결이 

체계 내에 편입될 수 있다.86) 

그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떠한가. 독일에서 보수적 자연법적 

규범들은 체로 독일의 규범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사안의 본성”(die 

Natur der Sache) 또는 ‘자연적인 법감정’(das naturliche Rechtsempfinden)이라고 

규정한 경우에 문제된다. 이러한 규범들의 부분의 운명이란 무명성(Anonymität)

이다. 독일의 법률 특히 민법전에는 이러한 규정들이 가득 차있는데 누구도 그에 

하여 말해주지 않는다. 이는 독일 법원에서의 판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무명성이 생겨난 것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인 독일법체계가 ‘자연법’에 따

른 결과를 법률(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민법전)로 제정하고 나서는 자연법적인 카

주이스틱에 하여 우위를 요구하 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자연법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87) 

86) Becker는 커먼로의 사안적합성에 한 예로 ‘Olmstedt v. United States’ 판결(116 

U.S. 370)을 든다. 이 사건에서는 주류수입업자 3인이 배를 통하여 육지로 술을 가져

오는 것을 금한 법률에 위반하 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경찰이 피고인의 전화를 도청하여 얻어진 것이었다. 법적으로 문제된 것은 그 같은 

증거수집이 수정헌법 제4조와 제5조(시민의 사적 역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

용)를 위반하 는지 다. 다수의견은 경찰이 전화선을 감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침입이 아니라고 하 다. ‘홈즈’(Holmes) 법관은 이에 하여 형법적인 구성요건은 

확실히 충족되었기 때문에 구성요건해당성은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

고인에 한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 다. 왜냐하면, 사적인 전화를 경찰이 도청하는 것

은 ‘dirty business’이기 때문에, 홈즈 법관은 정부가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느

니 몇몇의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 다.

87) 이처럼 독일법의 적용에서 자연법을 원칙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구성요건 내지 요건사

실 부합성(Tatbestandmässigkeit)과 같은 것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자연법이 적용될 

경우에 요구되는 사안적합성(Sachverhaltsmässigkeit)과 비된다. 사안적합성의 원칙에 

관심을 기울여 보면 구성요건/요건사실 적합성의 원칙이 종종 도식적인 법학

(Schma-Jurisprudenz)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러한 법학은 일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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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은 우리 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산재한 일반개념들에 

하여 일상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자연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한 법률의 적용이라고 규정짓고 마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판결의 

설득력 제고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Ⅲ. 미국행정법의 형성

1. 행정법의 개념

미국에서 행정법의 개념은 모호하다.88) 개념은 개념의 상 역과 운명을 공유

한다. 따라서 행정법의 확실한 전문 역이 없는 한, 행정법이란 개념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상이 없게 된다. 

행정법이라는 용어는 19 세기 말 확실한 내용이 없었다.89) 개념화에 한 미국적

인 거부 탓에 그 개념정의가 잘 시도되지 않았다. 2 차 전 이후에 이르러서야 개

는 죽어있는 문자들의 형식법학이라고 불리고, 실무가들은 어깨를 움추린 채 저항하지 

못하고 이를 인정하게 된다. 

88) 렙시우스는 커먼로, 행정법, 공법 등 자신의 책에서 가장 주요한 개념들이 미국에서 

전부 모호하거나 개념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해서 커먼로는 철학적으로 유

명론적인 관점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미의 법개념을 보편주의에 지향된 독일식으로 

바꿀 때는 그러한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벡커(Becker)의 주장을 참고할 필요

가 있다(Becker, 앞의 글, 42면)

89) ‘프랭크 굳나우’(Frank J. Goodnow)가 1893년 비교행정법(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을 통해 최초로 공행정에 한 상세한 연구를 하 고, 행정법 개념을 미국에 들

여왔다. 그로부터 불과 10여 년 전인 1885년 ‘다이시’(Dicey)는 행정법의 관념이란 

미법원칙에 완전히 반하는 것으로서 미법 세계에서는 행정법이란 알려져 있지 않다

고 서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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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정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행정법에 익숙해진 덕에 어떤 일치가 생겼다.90) 

행정법에 한 일반적인 정의는 ‘기관’(agency)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이러한 개념정의에서도 기관의 출현이 행정법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 으리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91)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기관들이 수립되어 행정

법적 의미가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 행정법의 개념은 혼란을 겪

었다. 

나아가 뉴딜이후 행정법에서 절차의 역할이 증 되어 실체법적인 기초가 의미를 

잃었다는 점 때문에 행정법 역을 구체적 개념화가 어려웠다. 즉, 1946 년 행정절

차법이 제정되면서 개념이 부분적으로나마 명확해진 것처럼 보 다. 그러나 행정

절차법의 규율내용 덕에 오늘날 행정법은 행정기관을 통한 법제정을 위한 절차법 

및 그에 한 사법적 통제로 이해된다. 그에 반하여, 행정행위의 실체적 기초는 

행정법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등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행위

에 관한 규정들이 통일적이지 않고, 행정절차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

90) ‘행정법은 행정기관을 규율하는 일반규칙과 원칙들의 체계로 구성되며, 기관들 스스로 

어떻게 일을 할지에 관한 규율과 그 일의 성과가 통령, 의회 및 법원에 의하여 어

떻게 감독 또는 심사될 것인지를 규율한다’(Administrative law comprises the body of 

general rules and principles governing administrative agencies-governing both how 

they do their own work, and how the results of that work will be viewed, or 

reviewed, by the President, Congress, and the Courts), Peter L. Strauss, 

Administrative Law: Cases and Comments(2011), West, 11면. 또는 이에 유사하게, 

행정법은 미국 법제도에서 정부기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서, 기관 간 및 기관과 의

회, 사법부 및 통령과 같은 다른 정부기관 사이의 관계에 한 연구를 포함한다

(Administrative law is the study of the roles of government agencies in the U.S. 

legal system, inclu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agencies and the other 

institutions of government-Congress, the Judiciary, and the President) Richard J. 

Pierce, Jr. Adminstrative Law Treatise(2008), Wolters Kluwer, 1면. 

91) 따라서 이 논문의 제3장 Ⅱ.에서 연방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에 

하여, Ⅲ.에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하여 각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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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늘날 미국 행정법은 주로 행정절차법이고 실체적인 행정법이 아니다.92)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문제

미국에는 독일과 같이 사법과 구별되는 ‘공법’(öffentliches Recht)과 같은 개념이 

없다.93) 

미국법학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는다. 교수들은 사법과 공법을 동시에 가

르친다. 소송 면에서도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으며, 판사들은 사법과 행정법, 독

과점법, 노동법, 헌법을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또한 일반적인 강제집행과 구별

되는 특별한 행정강제는 없다. 그러므로 내용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독립된 법 역

이라는 의미에서 공법은 없다.94) 

‘Public Law’라는 개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종종 헌법과 다양한 형태

의 행정법상 ‘법령’(regulations)을 독립적인 토 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

러한 개념이 장래에는 독일의 공법과 유사한 개념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 개념은 구별을 위한 출발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동종 테마와 공통

적인 문제설정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또한 ‘public law’를 커먼로의 “공법적 역”

으로 분리시킬 수 있고, 독일에서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과 유사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학문적인 선언이고 독일의 분화에 비견되기는 어렵다.

헌법 또한 방법론적으로 커먼로 사례법처럼 고찰된다. 미국에서 헌법의 구체화

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헌법 문제의 취급에도 당연히 커먼

92) 이상에 하여 Lepsius, 앞의 책, 24-25면. 20세기 전반에 이르러 이와 다른 행정법에 

한 견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93) 따라서 렙시우스가 행정법 또는 이를 포함하여 공법이 커먼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독일식 어법에 기초한 것이다. 

94) Lepsius, 앞의 책,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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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전승된 절차가 적용되고, 헌법은 방법론적으로 커먼로와 본질적으로 구별되

지 않는다. 미국의 헌법은 커먼로의 방법론과 전통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주제 

면에서 공통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에서 미국헌법은 륙법계의 헌법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당연히 헌법에 한 그리고 20 세기 이후 행정법에 한 법원의 판결 및 규범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많은 다른 역 중의 두 개의 법 역에 지나지 않

고, 법질서를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어야 할 만큼 이 역들이 다른 법질서와 중

하게 구별되는 것도 없다. 더 세부적인 구별을 불필요하게 하는 미국 법질서의 공

통점은 바로 커먼로이다. 미국법의 기초는 커먼로라는 표현은 헌법과 행정법 형성

에도 동일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95) 

3. 미국행정법 형성시기에 대한 논의 

미국행정법 형성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는 행정법의 발전이란 부분 20 세기

의 산물이며 1887 년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Commission, 이하 ‘ICC’

라 한다)의 창설이 그 기원이 되었다고 본다. 이와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제리 마

쇼’(Jerry Mashaw)는, 이러한 설명은 “연방정부가 자유방임적인 낮잠에 빠져 있다

가 철도 산업의 위기를 만나 잠에서 문득 깨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

명한다.96) 그의 주장에 따르면 1887 년 이전 100 년 동안 이미 행정부는 광범위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 풍성한 행정법적인 법률을 만들고 다양한 사법적 활동을 수행

95) 이에 하여는 Lepsius, 앞의 책, 27면 이하. 

96) Jerry L. Mashaw, ‘The American Model of Federal Administrative Law: 

Remembering first one hundred years’, 78 GWLR 975. 같은 저자, ‘Federal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Law in the Glided Age’, 119 YLJ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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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실질적인 규제활동도 하 다는 것이다. 게다가 입법부의 정책적 창의성

은 현존하는 행정기관의 조사와 권고에 크게 의지하 다고 한다. ‘리처트 피어스 

주니어’(Richard J. Pierce Jr.)는 그의 교과서에서 마쇼의 견해가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던 19 세기 행정법에 한 초기 이해를 매우 증진시켰다고 높게 평가한다.97) 

한편 렙시우스는 통설적 견해와 일치하게 ICC 가 설립된 1887 년부터 뉴딜 전인 

1932 년까지를 시 적 배경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시켜 나간다.98) 미국에서 처음으

로 행정법 개념을 소개한 프랭크 제이 굳나우(Frank J. Goodnow)의 말99)처럼 행

정법은 행정법이라는 말의 도입 이전에 이미 존재하 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렙

시우스는 커먼로와 행정법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이 시기가 그 특징을 가

장 잘 보여주고 향후 미국행정법의 기초형성에도 큰 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여 그

와 같이 시기를 정하 다고 설명한다.

그동안 연구자료가 없어서 행정법의 암흑기로 간주되던 시기에 하여 광범위한 

자료연구를 통하여 그 진실을 밝혀낸 마쇼의 연구도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마쇼의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1887 년 ICC 의 설립이 미국행정법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ICC 의 

설립을 미국행정법 형성기로 본다고 하여서 그 이전에는 미국에 행정법이 존재하

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종전의 다수의 

견해 로 미국행정법 형성기라 하면 1887 년 ICC 의 창설 이후를 지칭하기로 한다.

97) Richard J. Pierce, Jr. 앞의 책, 11면. 

98) Lepsius, 앞의 책, 2면

99) Frank J. Goodnow,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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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법 형성기의 역사적 상황

미국에서 행정법의 형성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접한 관련을 가진다. 당시의 

산업적, 사회, 경제적 변화가 없었다면 행정법의 형성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하

에서 미국역사에 한 중적 저서인 ‘앨런 브랭클리’(A. Brinkley)의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 미국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100)

⑴ 산업화

19 세기 후반은 미국이 세계제일의 제조업 국가가 된 시기이다. 1866 년 미국에서 

유럽까지 서양 횡단 전신 케이블을 설치된 것을 비롯하여 전화, 라디오 등 통신

관련 기술이 발달하 고, 1870 년 에는 전기가 등장하 다. 또한 강철산업이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자동차와 비행기 등 새로운 교통수단도 이 시기에 등장했다. 

특히 19 세기 후반 철도의 확장은 여러 면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했다. 자본가가 

확장된 철도를 통하여 원거리 시장과 원료 공급지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철

도 자체가 미국에서 가장 거 한 산업이었다. 철도는 또한 가장 큰 투자자로서 철

도 건설 및 장비제작에 막 한 경비를 지출하여 경제성장을 고취하 다.

⑵ 산업화로 인한 문제들

처음에는 새로이 등장한 철도산업에 한 규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나친 

경쟁으로 농민과 소규모 자 업자들은 비경쟁노선에서 철도 소비자들은 높은 요금

을 감수해야 하는 한편, 철도회사들은 수입감소로 파산에 이르기도 했다.101) 

100) 앨런 브랭클리 저, 있는 그 로의 미국사2: 하나의 미국-남북전쟁에서 제1차 세계

전 전까지(The Unfinished Nation, 6th Edition), 황혜성 역, 휴머니스트, 제17장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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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회사들이 비경쟁 노선에서는 매우 높은 요금을 부과한 것과 같은 예가 보여

주는 당시의 독점과 경제집중의 상황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독점문제에 깊은 관심

을 갖게 만들었다. 소규모상인이나 제조업자는 거 한 신종 트러스트에 속수무책

이었다.102) 

또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이윤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산업계

의 거부와 중간계급은 미국역사상 전례 없는 번 을 누렸고, 남부의 방 한 지역

과 소수자, 여성, 이민자 등은 경제성장에서 그다지 혜택을 입지 못했다. 

산업노동자는 견디기 힘든 노동조건을 참아내야 했다. 20 세기 접어들 무렵 미국

노동자의 평균소득은 1 년에 400 내지 500 달러 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적정 수

준의 안락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액이라고 믿었던 600 달러에 못 미치는 액

수 다. 또한 노동자들은 산업경제의 경기등락으로 피해를 입거나, 기술발전으로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들도 불경기 때는 갑작스럽게 임금이 

깎이기도 했다.

농업적인 생활양식에 익숙해있던 1 세  노동자는 근 적 산업노동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엄격하고 단조로운 시간표에 맞춰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

행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부분의 공장노동자가 하루에 10 시간, 일주

일에 6 일을 일했다. 철강산업노동자는 하루에 12 시간을 일하기도 했다. 산업재해

도 빈발했다.103)104) 

101) 이러한 상황에 응하여 연방정부는 ICC를 만들어 요금 규제를 시도하고, 주 정부 

또한 철도요금을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에 한 자세한 설명과 관련된 판

결은 제3장 Ⅰ.에서 본다. 

102) 독점 문제에 한 책이 셔먼법의 제정과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창설이었다. 셔먼법의 적용범위에 한 판결은 제3장 Ⅱ.에서 다루어진다. 

103) 이러한 상황에 하여 연방과 주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규제하려고 하 는데 그

에 한 연방 법원의 판단은 제3장 Ⅰ.에서 본다. 

104) 그밖에 특히 아동과 여성이 놓인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고용주는 공장 일에 숙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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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를 고용할 필요성이 줄어들자, 여성과 아동을 많이 채용하 다. 이들의 임금이 

성인남성보다 한결 낮았기 때문이다.

1900년경 전체 제조업 노동자의 20%가 여성이었는데, 여성의 노동은 비숙련 및 반숙

련 기계노동을 하는 몇 개 산업에 집중되었고, 방직산업이 최 의 고용처 다. 여성

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남성의 임금보다 훨씬 적게 받았는데, 이는 최저생계비에

도 훨씬 못미치는 액수 다.

당시 최소 170만 명의 16세 이하 어린이가 공장이나 농장에 고용되었다. 10세이상 

15세 이하 전체 여자아이 중 10%와 남자아이 중 20%가 직업을 갖고 있었다. 19세

기 말에는 38개의 주가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아동노동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아동

노동자의 60%는 이 법의 효력이 닿지 않는 농업관련 일에 고용되었다. 그리고 공장

에 고용된 어린이에게도 이 법은 단순히 최소 고용연령을 12세로, 일일 최  노동시

간을 10시간으로 한정한 것에 불과했으나 고용주는 이마저도 어떤 때는 제 로 지키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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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분석

Ⅰ. 개설

렙시우스가 미국에서 행정법이 형성·발전되는데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 1887 년

에서 1932 년의 시기는 미국 헌법사에서의 ‘로크너’(Lochner) 시 와 상당부분 중첩

된다. 로크너 시 는 미국헌법사에서 1900 년에서 1937 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앞서 

볼 판결 중 로크너 판결의 이름을 딴 것이다.105) 이 시기에 연방 법원은 세 가지 

기준 즉, ➀수정헌법 제 5 조, 제 14 조의 적법절차 조항, ➁주간 통상(interstate 

commerce)을 규제하는 의회의 권한에 한 제한적인 해석, ➂입법권의 위임을 반

하는 이론을 통하여 의회와 각 주가 기업을 규제하는 진보적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저지하 다. 

로크너 판결에서 문제된 제빵업자에 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뉴욕주 법률, 아

동노동을 금하는 연방법106), 과세를 통해 산업을 규제하고자 하 던 연방법률(예

컨 , 아동노동에 한 과세107), 곡물 선물계약에 한 과세108)) 등 공황이 다가

오고 있던 무렵 경제를 규제하기 위한 각종 법률들을 법원은 무효로 하 다.109)

Marbury v. Madison 판결110)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활동에 한 사법심사가 

105) Stephen A. Siegel, Understanding the Lochner era: Lessons from the controversy 

over railroad and utility rate regulation(1984), 70 VALR 187, 188. 

106) Hammer v. Dagenhart, 247 U.S. 251(1918)

107) Bailey v. Drexel Furniture Co., 259 U.S. 20(1922)

108) Hill v. Wallace, 259 U.S. 44(1922)

109) Burnham, 앞의 책,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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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인정된 이래 로크너 시 는 미국에서 적극적 사법심사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 시기는 경제력이 전통적으로 수용된 사회적 

신뢰와 법이론에 도전하여 이를 전복시킨 시기로 평가하기도 한다.111)

현재에 이르러 당시의 판결들은 역사적으로 이처럼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

다. 그러나 이 판결들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 판결이 악의로 자본가나 기업가 

편을 들었다든가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댄 불성실한 판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이념적, 시 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이 판결들을 살펴

보면, 오히려 시 의 흐름에 맞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다. 

이제와 뚜렷하게 보이는 아래의 판결들의 오류 내지 잘못은 커먼로 체계하에서 

언제든지 다시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오류들이다. 아래의 세 판결은 여러 

차이점에 불구하고 그들을 묶을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사법부의 자의(恣

意)이다. 우리가 커먼로 제도를 볼 때나 이를 도입할 때에도 중요하게 참조해야 

할 점들이다.

아래에서는, 판결들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함과 아울러 미국 행정법의 역사

적 발전과정을 관찰해보고자 한다.

110) 5 U.S. 137(1803)

111) Stephen A. Siegel, 앞의 글, p.188 참조. 그러나 앞으로 보는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이 판결들이 자본가나 경 자의 이익을 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

한지 의문이 있다. 이와 같은 평가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타당할지 몰라도 당시의 

법원 심지어 자본가나 기업들까지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지는 않다. 이에 하여는 

Ⅲ.에서 자세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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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Locher v. New York 판결112)

1. 사건의 내용

뉴욕주는 제빵 노동자들이 하루에 10 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 다.113)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제과점을 경 하는 자인데 이 사건 법

률조항을 위반하 다는 이유로 뉴욕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114)

2. 연방대법원의 판단

연방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에 관하여 판단하 다. 

연방 법원은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를 해석하 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

이 강제적인 근로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나 동의에 의한 10 시간 이상의 

노동도 금지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하 다. 이는 조항의 내용상 수긍할 수 있는 판

단이다. 

연방 법원은 이와 같이 해석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제과점 근로 시간에 관한 

112) 198 U.S. 45, 25 S.Ct. 539, 49 L. Ed. 937 (1905)

113)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0 [제과점과 과자류 시설에서의 노동시간] 비스킷, 빵 또는 케익 제과점이나 과자류 시

설의 노동자는 일주일에 60시간이나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일할 것을 요구받거나, 

이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단, 한주의 마지막 날의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

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노동자가 노동한 주의 총 일수에 하여 일당 평균 10

시간이 넘도록 특정한 한 주의 근로시간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14) 1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 고, 뉴욕주 항소법원 Supreme Court와 최고법원 

Appeals Court는 모두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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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계약

의 자유도 수정헌법 제 14 조115)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연방 법원은 ‘경찰권’(police power)116)을 언급하는데 이는 이 사

건 결론에 있어서 수정헌법 제 14 조와 경찰권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경찰권의 행사 결과 발생한 재산과 자유에 하여는 수정헌법 제 14 조 위반이라

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주는 경찰권에 기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계약을 금

지할 권할 권한을 가지며, 그 경우 그에 관한 계약 체결의 자유는 연방헌법이 보

호하지 않는 셈이 된다. 연방 법원은 이 사안에 있어서 주가 경찰권의 행사로서 

입법을 통해 노동자의 생계를 위하여 노동할 권리나 계약에 한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면, 원하는 시간만큼 노동할 권리117)와 개인에게 노동을 금할 주의 권리 

중 어느 것이 우세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 다.

다음 단계로서 연방 법원은 경찰권에도 제한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시된다고 한다: ‘이것이 경찰권의 공정, 합리적인 적절한 행

사인가? 아니면,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하며 자의적인 개인의 자유에 한 권리의 

제한인가? 또는 그 자신이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노동에 관한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하여 판시하기를 이 사건 조항은 경찰권의 측

115) ‘국가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지 못한다’

116) 경찰권은 공중의 안전, 건강, 도덕, 일반적 복지에 관련된 각 주의 주권상의 권한을 

의미하며 미국 헌법에는 서술되어 있지 않은데 연방 법원의 선례에 의하여 인정되

어 왔다.

117) 연방 법원은 제한되는 계약의 자유 중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보다는 노동자의 계약

의 자유 측면에 주목하여 설시를 하 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더 많은 시간 일

하고 싶은 노동자의 계약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지만,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소

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노동시간 제한이 하루 10시간인 점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이 가정한 노동자의 의사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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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는 제빵업자 직에 종사하는 개인의 건강에 관련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적 건강과 ‘멀리’(remote) 관련되는 것에 불과하여 경찰권의 한계를 넘었다고 하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효하다면, 이러한 종류의 입법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다면서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제빵업자 직업이 개인의 노동에 한 권리의 

개입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데 별 의심이 없다고 판시하는 데 

그쳤다. 

3. 검토

⑴ 적법절차  경찰권

이 판결의 논리구조는 비교적 간단하다. 첫째, 이 사건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 둘째 계약의 자유에 한 제한은 수정헌법 제 14 조의 적법절차에 한 

제한이 된다. 셋째, 그런데, 경찰권의 적법한 행사라면 수정헌법 제 14 조 위반이 아

니다. 넷째, 그러나, 경찰권에도 한계가 있다. 다섯째, 이 사건의 조항은 경찰권의 

한계를 넘은 입법이므로 수정헌법 제 14 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렙시우스의 이 판결에 한 비판 중의 하나는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

법절차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경찰권의 행사로서의 정당성을 고찰하지 않았다는 것

이다.118)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판결은 내용을 떠나 그 판단기준의 

118) Lepsius, 앞의 책, 55면. 해당부분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흥미로운 

점은 법원이 제빵사에 한 근로시간 관련 법률을 계약자유에 한 침해로서 도

체 왜 적법절차에 견주어 평가했는지, 즉 왜 법원이 노동시간 규율을 주로 자유에 

한 위험으로서 파악했는지이다. 이 사건 조항을 건강보호에 한 조치로서 분류하

다면 경찰권의 행사로서의 정당성을 고찰하게 되었을 것이고 법률은 아마도 합헌

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위 판결에서 경찰권에 한 정당화를 서술하지 

않았다. 왜 법원은 이 사건 법률을 계약자유와 적법절차의 면에서만 심사하고, 보

건조치로서는 심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법원은 충돌되는 법익사이에 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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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면에서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판결의 내

용에 따르면 법원이 경찰권의 행사면에서 고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

니다. 

이 판결에서 경찰권에 한 논의가 빠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적법절차 침해라

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고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권은 커먼

로 선례에 의하여 인정된 개념으로 커먼로 법체계에서 경찰권이라는 개념이 기본

권적 자유의 보호와 입법적인 결정재량 사이의 형량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119) 

계약의 자유 자체도 당연히 중요한 기본권의 내용이고 보면 이 또한 적법절차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본 연방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 판결이 계약 자

유를 헌법적 가치로 고양시켰다고 비판을 받지만 계약의 자유 또한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점은 분명하다.120) 그러면서 연방 법원은 계약의 자유에 한 제한으로서 

경찰권을 들었다. 이 사건 법률의 유효성을 지지하는 요소로서의 경찰권, 이에 저

항하는 요소로서의 적법절차라는 두 가지 비되는 가치의 프레임인 셈이다. 이러

한 프레임 자체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규범적 가치가 무엇인지 잘 제시해준다. 

하지 않고, 일면적으로 계약자유의 침해를 고집하는가?’

119) 경찰권은 커먼로 법전통에서 선례에 의한 개념들이 개인적인 자유와 입법적인 재량

의 범위를 특정하는 데 연결고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예시로 볼 수 있다. 

120) 예컨  국가가 개인을 강박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한다면 계

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의 계약 체결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다. 오

늘날에는 계약의 자유가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되고 오히려 그로 인한 폐해가 크기 

때문에 계약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한다는 말에 한 거부감이 클 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계약의 자유 또한 헌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인 것이지 계약의 자

유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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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유효한 경찰권의 범위 판단

연방 법원은 다음 단계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찰권의 적법한 행사인지 판

단한다. 즉 경찰권의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법과 

같은 경우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계약 자유 제한이 기본권 침해의 정도

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하여 판단하 을 것이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권의 적법한 행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

다. 여기에서 법률에 한 커먼로 법체계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실무에서 종종 그렇듯이 어떤 것을 입증해야 하느냐가 종종 결론도 달라지게 만

든다. 만약 이 사안에서도 연방 법원이 실제로 제빵 노동자가 돈을 더 벌기 위하

여 하루 10 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계약을 체결할 자유에 한 제한이 적법절차 침

해에 이를 정도의 중 한 계약 자유 제한인지에 관하여 판단해야 했다면 이 사건 

판결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을지 의문이 든다.121) 

과연 경찰권의 유효한 행사로서 10 시간 초과의 노동이 제빵 노동자들의 건강에 

얼마나 해를 끼칠 것이냐는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를 납득시키기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연방 법원도 뚜렷한 근거 없이 10 시간 초과 노동이 경찰권 

행사를 정당화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 별 의심이 

없다고 판시하는 데 그쳤다.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가능한 것은 이미 있었던 선례

를 제시하거나 선례가 없는 경우라면 사실적인 기준을 경험적으로 제시하는 것 정

도로 보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법적인 심사기준이 결국 전통적 사례법이나 

경험적 연구의 설득력에서 나오는 셈이다.122) 

121) 렙시우스의 다음과 같은 지적 즉, ‘법원은 법률을 규범적이고, 헌법적인 기준에서 형

량하지 않고, 입법자가 행한 위험성 및 건강에 한 위해에 한 가치평가를 법원 

자신의 고유한 합리성 고찰로 체하 다’(Lepsius, 앞의 책, 59면)는 것은 같은 맥락

으로 볼 수 있다. 

122) Lepsius, 앞의 책,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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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증의 결과 입법자의 법률 제정 당시의 건강에 한 위해의 평가는 무

로 돌아가고 연방 법원이 새로이 위해성을 그 자신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결과

가 된다. 이러한 사법부에 의한 입법자의 판단 체는 사법우위의 커먼로 법전통

에서는 어색한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륙법전통에 비추어 보건 는 권력분립의 

면에서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렙시우스가 지적하는 점은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 자체가 일관성과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123) 일단 이 사건 판결과 적어도 임계 관련성이 있는 사

안 중 렙시우스가 지적하는 판결은 여성에 한 노동시간 규제법률과 광부에 한 

노동시간 관련법률 그리고 일반적으로 10 시간 근로를 규정한 오리곤(Oregon)주의 

노동시간 관련법률이다. 세 사건 모두는 연방 법원에서 합헌판단을 받았다. 그리

고 연방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빵사에게 10 시간 근로를 규정한 뉴욕주 법률이 위

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여성이나 광부의 사안과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강한 관련성

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위 사안들과 이 사건 사이의 사실적 공통점이 같은 취급

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렙시우스의 분석에 의하면, 광부 사안은 광부의 근로는 전통적으로 위험한 것으

로 간주하는 선례 덕에 경찰권의 행사로 정당화되어 위헌을 면했다. 여성근로 사

안과 오리건주 사안에서는 선례가 없어서 법원 스스로 합리성을 판단해야 했는

데, 양 사안에서는 사회과학적 연구 및 통계같은 풍부한 경험적 자료 통하여 오랜 

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에 한 해악을 입증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의 합리성을 제

시하여 법원의 위헌 판단을 면했다.124)

렙시우스는 법률의 위헌판단이 헌법적 기준이 아닌 선례의 존부와 경험적 자료 

123) 이는 앞서 본 커먼로의 유비적 사고의 2단계로 강한 관련성을 갖는 유사사안을 선택

하는 과정에 한 것이다.

124) Lepsius, 앞의 책, 57-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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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여부에 따라 달라진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앞서 본 커먼로 법이론에 의하

면, 커먼로 법률가들은 의식적인 비체계적인 법제도를 선호하고 사안 중심의 추론

을 중시하며 선례라는 것도 당해 판사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때 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관념을 갖고 있으므로, 그들이 보기에는 결론이 달라졌다는 자체는 렙시

우스가 느낀 것처럼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다. 다만, 강한 관련성을 

규범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된 건강에 한 위해 판단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는 그들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⑶ 자의적 판단: 자유방임주의 

이 사건 판결의 문제는 논리구조보다는 계약의 자유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기

에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평가하고, 경찰권으로 상징되는 제빵업자들의 건강과 복

지라는 요소는 너무나 비중을 적게 평가하 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계약의 자유

를 극단적으로 중시하고 이를 제한하는 공공의 조치를 엄격한 요건 하에 소극적으

로만 인정하는 사상이 바로 자유방임주의일 진 , 이 판결의 내용은 그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홈즈 법관이 이 사건 반 의견에서 다수의견이 국민 다수가 

찬동하지 않는 경제이론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하면서 헌법은 특정 경제이론을 구

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지배적인 경제이론이란 항상 변하는 것이고 판사나 재판도 그의 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만약 이 사건 판결이 이루어질 당시 자유방임주의가 부분

의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다면, 이 사건 판결을 그 자의성을 들어 탓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125) 

125) 유사한 생각으로, ‘어떠한 시 에도 미국법의 가장 강력한 요소는 당 의 감성, 현실

적인 경제적 이익 그리고 구체적인 정치집단과 같은 현실이라는 점이다’(로렌스 M. 

프리드만, 미국법의 역사(A History of American Law ), 안경환 역, 청림출판, 2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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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자세히 서술126)한 당시의 노동자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판

결의 내용은 이미 당시에 발생한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의 면

에서 시 를 거꾸로 거스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당시에는 경제행위에 한 규제도 일반화되고 있었다. 이미 시민전쟁 당

시 개인의 경제행위도 예컨 , 인허가, 수입할당제, 보건규정과 같은 수많은 법률

적 지침 하에 놓여있었다. 주입법자는 오랫동안 경찰권의 묵시적 권한을 통해 위

험방지 및 배려의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규제법률을 제정하여 왔다. 순수한 자유방

임경제는 19 세기 말에 말이 되지 않았다.127) 그런데, 갑자기 법원이 경계를 넘

어서서는 경제자유주의의 자유모델에 의거하여 입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다. 

그렇다면, 역사적·시 적 한계를 들어서 이 사건 판결의 극단적 자유방임주의

를 인정하여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의 판결들에 해, “이러한 

사법 권력의 가장 큰 병폐는 자의적이고도 무책임하게 행사된다는 사실이고, 예측

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었다”는 지적은 그러한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128) 19 세기

의 미국 법원은 힘의 사용을 향한 유혹에 여러 차례 저항하 지만 어떤 판사들은 

이러한 유혹의 미끼에 쉽게 걸려들어서 ‘자제’하지 못한 채 자신이 갖고 있는 뒤떨

어진 사회철학으로 판결을 물들이고 말았다.129) 

⑷ 커먼로  공법(?)

렙시우스는 공법에 한 커먼로의 구속이 명백히 이 사건 판결에 나타난다고 본

126) 제2장 Ⅲ. 4. ⑵

127) Lepsius, 앞의 책, 51면. 

128) 로렌스 M. 프리드만, 앞의 책, 460면.

129)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이 돈 많고 힘있는 자를 위한 봉사자 다고 생각하는 것 문제

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프리드만, 앞의 책, 460면). 당시 연방 법원은 사법

우위의 입장에서 그 누구도 아닌 연방 법원을 위한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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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0) 정치적인 동기의 법률과 자유경제논리로 이끌어진 판결 사이의 사법적 

립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그 이면에는 자유경제이론을 헌법적인 구속력 있는 보

호 상으로 보호하고 관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상술하면 이 문제는 두 가지 법질서 모델 사이의 은폐된 논쟁을 보여주는 데 첫

째, 커먼로 전통 및 개별사안에 지향된 진화적인 과정으로서, 개인주의적이고 효

용극 화된 인간상으로 뒷받침되는 자율규제적인 법, 둘째, 헌법화된 의정치와 

제재수단으로서의 법률로 상징되며, 집단주의적인 인간상과 일반적인 복지요구에 

의하여 지지되는 사회조정적인 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립 속에서 이 사건 판결

은 자유방임 이데올로기를 적법절차라는 헌법조항을 통해 실체적인 헌법적 가치로 

제도화함으로써 그러한 이념의 가치를 확실히 인정하 다는 것이다.

이러한 렙시우스의 분석은 당시에 커먼로 법체계가 새로이 등장한 다수의 행정

법률을 맞이하여 어떠한 입장에 놓여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

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커먼로 법체계가 그 본질상 자유방임주의와 필연적으로 

친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예컨 , 미국 헌법사에서 1960 년 에는 보수주의자들이 

법원의 적극적인 헌법해석을 결과지향적이고 좌익의 정치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던 반면 로크너 시 에는 입장이 뒤바뀌어 진보적인 측에서 당시 

법원의 보수적 액티비즘을 비판했던 점을 상기해보면, 커먼로가 그 본질상 더 

친한 사회철학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커먼로라는 

판사우위의 체계에서 판사가 그 힘을 자제하지 못한 채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철

학(이 사건의 경우는 자유방임주의 지만 무엇이든 될 수 있다)을 판결 속에 집어

넣은 자의성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131) 

130) 이하, 이 단락은 Lepsius, 앞의 책, 37-66면.

131) 커먼로 법전통에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커먼로 법원의 선례와는 다른 법형식을 

들여왔던 예는 이미 있었다. 즉 앞에서 본 형평 법원이 그것이다. 형평법은 커먼로

를 보충하면서 그 나름의 발전을 하 다. 근 의 미국에서도 산업화라는 새로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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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커먼로와 행정법을 립적으로 보는 렙시우스는 이 사건은 커먼로의 승

리 다고 선언한다.

Ⅲ. Smyth v. Ames 판결132)

1. 도입

1890 년 무렵 불경기에 미국의 농부들과 철도회사 모두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불경기 때문에 네브라스카 주정부와 철도회사는 ‘전쟁상태’에 있었다.133) 주 정부

는 철도회사와 주 위원회 전문가134)의 말을 무시한 채 주정부는 ‘주내’(intrastate) 

운송요금을 29.5% 인하하는 법률을 제정하 다. 이로 인하여 향을 받는 7 개 회

사 중 3 개의 회사가 그 같은 요금 규정이 재산권 박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 다.

 

전에 직면하여 등장한 규모의 행정법률이 반드시 선례와 적 적 모순적 관계에 있

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 을 때 그에 해 기존의 질서가 

최초에는 소극적·적 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132) 169 U.S. 466

133) Stephen A. Siegel, 앞의 글, 224면.

134) 뒤에서 연방 법원이 이 사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시함에 있어서 주 교통위원회 위

원장인 딜워쓰(Dilwoth)의 주장에 상당 부분 근거했는데, 그렇다면 이같은 네브라스

카 주 내부의 혼란도 이 사건 법률이 위헌 판단을 받는데 사실상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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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는 소송요건적인 쟁점도 있었지만 가장 문제된 부분은 이 사건 법률

의 합헌성이었다. 연방 법원은 선례에 의거하여 ‘사람과 재산에 한 운송 요금을 

정하는 주의 입법 또는 이에 의거한 규제가 운송자로 하여금 어떠한 조건에서도 

운송자 및 ‘ 중’(public)에게 공정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이는 운송자135)의 재산을 적법절차 없이 박탈하는 것이며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

절하는 것이 되어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 14 조에 한 위반이다’라는 명제를 제시하

다.136) 

이러한 명제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이 과연 운송자 및 중에게 공정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요금을 과도하게 인하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 같은 요금의 결정문제가 주의 입법자의 고유한 결정 사항이므로 

이러한 문제에 하여 연방 법원이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 지 즉, 철도 운송요금 

규정이 사법심사의 상이 되는 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137) 연방 법원

은 이 사건 법률이 사법심사의 상이 됨을 긍정하 다. 연방 법원 또한 위원들

의 자격과 경험에 비추어 이러한 요금 결정이 위원회에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는 사실을 인정하 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 입법자가 어떠한 입법을 선언

135) 한편, 선례에 의하면 철도회사와 같은 회사도 수정헌법 제14조가 의미하는 ‘사

람’(person)에 포함된다.

13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도 외형상으로는 연역논증에 의한다고 볼 수 있

다. 

137) 당시 네브라스카 주 헌법은 입법자에게 철도를 통한 사람과 물건의 운송에 한 최

고율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헌법 조항 또한 이 같은 의문의 근거

가 되었다. 이에 해 연방 법원은 주 헌법이 입법자에게 부여한 권한은 ‘합리적인’ 

최고율을 정할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헌법 규정의 문제는 해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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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법률이 무조건 합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 다. 왜

냐하면, 미국의 연방헌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미국의 최고법인데 위와 같

이 주장한다면 주입법자가 주 입법의 유효성의 최종판단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138)

다시 철도회사에 한 공정한 수입 문제로 돌아가 본다. 이같은 명제를 제시한 

이상 과연 얼마의 요금이 공정한 수입이 될 것인지에 관하여 연방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이는 소박한 표현으로 돈 계산문제 즉 경제문제가 된다.

연방 법원은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다소 단순한 계산을 통해 이 사건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연방 법원은 먼저 이 사건 법률이 통과된 1983 년의 

직전 3 년간 이 사건 법률이 유효하 더라면 철도회사들의 수입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 지 계산을 하는 방식을 취하 다.139) 계산 범위 한정에 특별한 근거는 없

는 것 같다. 이러한 계산에 있어서 법원은 딜워쓰140)가 증언으로서 제시한 수치 

즉, 주내 철도 운송요금의 감소폭이 29.5%라는 점141) 또한, 주내 업의 운 비용

이 전체 업에 한 운 비용을 최소한 10%이상 초과한다는 점142)을 받아들여서 

138) 연방 법원은 이 같은 사법부의 기능과 의무가 미국의 제도를 다른 모든 정부 체계

와 구별해 준다고 하 다. 즉 미국 제도의 속성 및 자유는 상당한 정도 헌법에 위

반된 입법을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법부의 권능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 판시

에서 사법권을 중시하는 커먼로 전통과 이에 한 연방 법원 자신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139) 이는 정확히는 항소법원의 결론을 그 로 받아들인 것이다. 

140) 딜워쓰에 하여는 각주 37. 그런데 딜워쓰는 피고 및 피고 측 리인의 지위에도 

있었다. 

141) 이 수치에 하여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142) 딜워쓰는 최소 10%이상이고 20%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증언하 다. 그런

데, 이 10%의 수치를 계산에 반 하지 않으면 철도회사가 이 사건 법률에도 불구하

고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되므로 이러한 수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내 운송 업의 추가 운 비용의 계산을 회계자료가 아닌 증언에 의한 점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흥미롭다. 또한 주내운송 업과 주간운송 업의 비용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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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할 때 해당 철도회사들이 부분 손실을 면치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

다.143)

연방 법원의 판단에 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 다.144) 이 사건 법

률의 합리성은 주내 운송의 합리적인 순수익 여부에 한 판단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 업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논거로서 제시한 것은, 운송자가 주간 업에의 수지를 맞추려고 주

내 업에 너무나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도 운송

자가 주간 업에서 많은 돈을 번다는 이유로 너무나 낮은 주내 운송요금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논리로서 다분히 형식적인 것이었다.145)146) 

적으로 집행되고 실제로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도 의문

이다(이에 관하여는 주>47 참조할 수 있다).

143) 연방 법원은 실제로 표를 제시하여 손실을 계산하여 이 사건 판결의 상당 부분은 

표가 차지하고 있다. 그 중의 한 행만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891년의 버링턴

(Burlington) 사}. 

전 업에서 비용 
 매출의

 비율(A)

주내 업의 
추가비용(B)

주내 업의 총 
비용(C)(=A+B)

이 사건 법률로 
줄어든 

수익(D)(=100%-29.5%)
손실(D-C)

66.24% 10% 76.24% 70.5% 5.74%

144) 이 외에도 피고는 구체적인 수치의 진실성을 문제 삼았으며, 네브라스카 주의 철도 

운송요금이 아이오와 주의 요금보다 40%정도 낮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법률이 합

리적이라고 주장했다. 

145) 오히려 피고측이 제시한 논거 즉 철도노선은 전체로 연결되어 있고, 그 수입과 비용

은 하나의 자금으로 들어오고 나가며, 그 비용은 전체 선에 한 것이고, 주내와 주

간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 주장이 더 타당해 보인다. 

146) 여기에서 ‘운송자가 주간 업에 수지를 맞추려고 주내 업에 너무나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실제 사안은 아니지만 연방 법원이 자신들의 논리가 정당함을 주

장하기 위한 유비적 추론에서 이른바 ‘유령사안’(ghost precedent)이다(Burnham, 앞

의 책, 71면)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사안과 유비적 추론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상사안과의 유추에서도 그 차이점과 공통점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위 가상사안

과 이 사건 사안은 형식적으로 보면 논리구조가 동일하여 유사한 사안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은 차이점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당해 사안에서는 철도회사가 주내 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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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이 이 같이 주내운송으로 한정하여 보기로 결정한 이상 같은 맥락에

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철도 회사들의 총 업 감소비율이 1.5% 내지 4.5%에 불

과하다는 점, 철도회사의 전체 수입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실제로 감소

하는 연 수입은 극히 적은 돈에 불과147)하다는 점은 결론에 전혀 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와중에 원고 측은 연방 법원보다 한층 더 나아간 주장을 펼친다. 즉 연

방 법원의 계산과 같이 운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은 것으로는 부족하고, 철도회

사는 부채에 한 이자와 주식에 한 배당금까지 지불할 정도의 운송요금을 부과

할 권리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는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 다. 

연방 법원은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148) 실제적으로 재산의 공정한 

가치에는 이자나 배당금에 한 고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방 법원은 

철도회사의 이러한 주장이 불합리한 요금부과를 당하지 아니할 중의 권리에 

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철도회사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

당하다고 하 다. 또한 회사의 존재와 권한은 주에서 유래하며, 회사는 공적인 목

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회사의 요금부과 권한은 공익을 위한 것이

라고 하 다. 

철도 회사의 주장이 직관적으로 부당하다는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어째서 

재산의 공정한 가치에 이자나 배당금은 포함되지 않는 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

주간 업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실제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지만, 가상 사안에서 소비자들은 주로 주간 업 또는 주내 업 중 하나를 이용하

게 되고 양자를 평등하게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내 업의 소비자들만 높은 비용

을 떠안게 된다. 

147) 버링턴 사의 경우 예컨  총 수입은 27,916,128달러이고 감소하는 수입은 365,175달

러에 불과하다. 

148)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위헌이라는 이 사건 판결의 결론과는 무관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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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오히려 연방 법원의 논리를 형식적으로 관철하자면 이자 및 배당금 등의 

금융비용도 마땅히 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49) 이같이 경제적인 논

리에 의한다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범주의 확정 문제가 남는데 이에 관하여는 경제

논리가 답해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남는다.

3. 사건의 배경

이 사건 판결의 쟁점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당시의 철도산업의 의의와 현황 그리

고 이 사건 판결 이전의 철도에 한 규제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⑴ 19 세기의 철도 산업

시민전쟁 말부터 1 차 전시까지 철도는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있어서 중심적인 적어도 주요한 요소 다.150) 그런데, 철도회사는 19 세기 당시 교

통수요에 한 정확한 형량에 의거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당시 수익성 좋은 사

업으로서의 구실을 했다.151) 

그런데, 법적으로 규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선간 경쟁152)이 지속되자 지역적 

149) 연방 법원은 뒤이어 ‘건설의 원비용, 회사존속에 드는 비용, 회사 주식과 채권의 양

과 시장가치, 철도설비의 현재 가치, 이 사건 법률이 정하는 요금 하에서 재산의 수

익성’ 그 밖에 다른 문제들이 모두 고려 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앞서 본 계산방식 

즉 이 사건 법률이 유효하 을 경우 이 사건 법률 제정 직전 3년간 철도회사의 수익

과 운 비용을 비교하는 방식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 다. 

150) Gabriel Kolko, Railroads and Regulation 1877-1916, 1965, Norton, 1면. 또한 앞의 

4. ⑵

151) Lepsius 앞의 책, 70면.

152) 동지, Kolko, 앞의 책, 7-8면. “철도업계의 불안은 그 산업의 경쟁적 성격에서 기인

하는 면도 컸다. 세인트루이스에서 애틀랜타로 물건을 보내는 경우 두 도시 사이에 

20가지 루트가 있었다. 화주는 여러 루트 중 가장 요금이 싼 길을 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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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는 독점이 생겨나고 초지역적 차원에서는 무자비한 경쟁이 발생했다. 철

도회사의 부분적로만 독점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장거리에 비해 단

거리에 한 요금이 많이 인상되었다. 철도회사는 장거리에서의 업 손실을 단거

리에 한 높은 요금으로 보충했다.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거 한 회사만이 이득을 

보았고 반면 지역 경제인들과 소농들은 높은 요금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철도회사의 상황 또한 심각했다. 많은 철도회사들이 파산하 고, 이에 

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았다. 다만, 전체 화물의 양이 늘어서 더 많은 파산을 

막았다. 자유시장이 자본가들의 이익도 위협했다. 이러한 상황은 철도에 의지한 

미국의 경제발전 자체를 막았다.153)

⑵ 철도 관련 입법: 두 가지 모델

철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1890 년 당시 47 개주 중 30 개 주에 철도법이 

있었다.154) 당시의 철도관련법률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모델로 나뉘어졌다. 동부

의 메사츄세츠와 중서부의 일리노이 다.155) 

메사츄세츠는 1869 년 여러 주들 중 최초로 철도관청을 만들었다. 위원회는 철도

회사를 조사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모든 철도회사에 

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 위원들은 철도회사가 직무를 유기한다거나 

수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위원회가 “여객이나 화물운송의 운임의 변경” 

또는 “철도운 방식과 업무처리 방식의 변경”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때

는 언제나 회사에 통보해야 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제안과 권고만을 할 수 있

철도회사가 요금을 유지하는 길은 경쟁자들과 요금을 합의하는 길뿐이었으나 그러한 

노력이 실패한 것은 당시 요금이 계속 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53) 철도회사의 이러한 현실을 강조하는 입장이 Gabriel Kolko, 앞의 책. 

154) 입법이 몇몇 주들에 의하여 시작된 것은 1844년이다. 

155) Olivier Lepsius, 앞의 책, 7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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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스로 요금을 정하거나 주요한 변경을 가할 권한은 없었다.156)

일리노이 모델 즉 중서부의 규제적인 입법은 1870 년 곡물농부들의 ‘그레인

져’(Granger) 운동157)에서 연유한다. 농부들과 소규모자 업자들이 완전한 조직을 

만들어, 일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개혁목표를 세우고, 법률제정에까지 이르는 정책

구성에 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레인져 운동은 철도규제 역에도 큰 향을 미쳤

다. 중서부 주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곡물 업에서 철도회사와 곡물창고업자들의 

카르텔 때문에 큰 폐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레인져 운동의 정치적 압력을 통해 

마침내 중서부의 많은 주들에서 시장의 범주에 가격규제를 통해 개입하는 입법이 

생겼다. 이러한 입법을 통해 새로 생겨난 관청, 예컨  1871 년 일리노이에 생긴 

철도 및 창고 위원회는 주내의 철도노선과 곡물창고에 하여 최고율을 정할 수 

있었다.158)

일리노이 법률은 곧 법원에 의하여 위헌심사를 받게 되었는데,159) 이 사건 판

결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위 법률은 합헌이라고 판단되었다.160) 연방 법원이 

말하길 이미 국의 커먼로가 요금 규제를 알았다고 하면서,‘공익에 향받는 재산

권’161)이란 개념을 들여왔다. 이 경우 소유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았는데 이는 소

156) 로렌스 M. 프리드만, 앞의 책 562면.

157)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로렌스 M. 프리드만, 앞의 책 554면 이하.

158) 그렇다면, 일리노이 철도위원회를 미국의 최초의 독립규제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것

이 미국의 경제규제의 시작이다. 이 위원회는 후에 ICC의 모델이 되었다. 동지, 

Olivier Lepsius, 앞의 책, 76면.

159) Münn v. Illonis 94 U.S. 113(1876)

160) 연방 법원은 이후 다수의 사안에서 철도회사 관련 법률이 개별주의 경찰권 행사로 

허용된다고 승인하기도 하 다. 

161)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들이 유래한 커먼로로 돌아보건 , 사적인 재산이 공익에 향

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사법(juris privati)만은 아니게 된다.(...)재산이란 공적인 결과

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쓰이고, 사회전체에 향을 끼치게 되면 공익의 옷을 입게 

된다”, 앞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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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은 그 범위에서 사회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논리

전개는 커먼로의 선례에 의거한 것이었다. 

Münn 판결의 결론은 이후 법원 연방경제규제에 한 강경한 입장과 모순된 것

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같이 결론이 달라진 이유에 하여는 렙시우스는 연방 법

원이 법률의 합헌성을 커먼로와의 양립가능성에 의존시켰다고 하 다. 즉, 규제법

률이 커먼로의 전통에 부합하 을 때는 합헌으로 되고, 커먼로에서 근거를 찾아내

지 못할 때는 헌법의 자유경제 조항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162) 

162) Olivier Lepsius, 앞의 책, 76면. 그러나 그러한 지적은 미국이 기본적으로 커먼로 체

계임을 고려하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헌법의 자유경

제조항 또한 커먼로에 의하여 해석되고 있다는 점은 렙시우스 자신이 인정하고 있다

는 점에서 위헌이든 합헌이든 커먼로의 그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양 판결 사이에 결론이 달라진 이유에 하여는‘슈테판 시걸’(Stephen A. 

Siegel)의 분석이 흥미롭다. 그에 의하면, 보수주의자들의 Münn 판결에 한 공격이 

성공한 것은 사적 재산의 헌법적 보장에 한 전통적 관념—Münn 판결에서 기초가 

된 개념—이 당시의 시 에 뒤떨어진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재산

권 제한에 한 관념은 과거에 중요한 부의 형태가 거 한 자급적 농경시설이던 시

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토지에 하여는 국가가 유체적인 점유와 소유권침탈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토지가 아닌 부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해지면서 

그 같은 전통적인 규제 관념은 재산 소유자의 안전과 독립성을 위협하게 되었다. 간

단히 말해, 사회변화 인해 소유권 및 점유뿐만 아니라 재산의 가치도 중요한 헌법적 

보호 상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Stephen A. Siegel, 앞의 글, 210

면) 이후 법원은 Chicago, Milwaukee & St. Paul Railway v. Minnesota 판결에서 

헌법이 정부가 부과한 요금의 ‘합리성’에 한 사법심사를 명하고 있다고 판시하 다. 

법원은 헌법이 기업의 요금에 한 입법적 통제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에 투자

된 사적인 재산을 보호한다는 보수주의자들의 견해를 받아들 다. 이러한 견해에 의

하면, 재산권의 관념이라는 면에서는 이 사건 판결이 오히려 Műnn 판결보다 더 선

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판결의 의미에 하여는 상반되는 분석이 있을 수 있

고 어느 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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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이 사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 일단 연방 법원이 스스로 적법절차 위반

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철도 운송요금의 기준을 제시하 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둘째,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방 법원은 경제논리를 차용하 다. 우선 

두 측면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기로 한다.

⑴ 고유한 요금 기준 제시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ICC 또는 철도요금을 규제하는 개별주(이하 이 장에 

한하여 철도요금규제기관으로서 ICC 와 개별 주를 통틀어 ICC 라고만 한다)가 요금

결정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연방 법원 자신의 판사법적이고 적극적인 요구를 제시

하 다.163) 즉 어떠한 법률이 운송자로 하여금 운송자 및 중에게 공정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적법절차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이 

공정한 수입의 개념에 하여 법원은 이 사건 법률 통과전 3 년간 이 사건 법률

이 적용되었다면 해당 철도회사가 주내 운송에 들어간 비용보다 더 적은 수입을 

얻게 된다는 계산을 통하여 이 사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 다. 특히 이 과정

에서 전체 업을 고려하여 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

고, 다른 한편 배당금 및 이자 부담액까지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원고 측의 요

구를 배척하 다. 

렙시우스는 법원이 이 사건 판결로서 철도규제의 법률적인 목적을 바꾸었다고 

평가한다. 철도규제는 좀 더 낮은 운송 가격을 지향하며, 경제적 역학관계에 따르

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생긴 것임에도 법원은 충분한 수익의 요구를 통하여 

163) 동지, Lepsius, 앞의 책,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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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경제적 역학관계에서 출발하 다는 것이다.164) 

그러나 철도규제가 낮은 운송가격만을 지향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도회사의 수

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한쪽에 치우친 것이다.165) 이 사

건 판결에서 다소 형식적이나마 중의 정당한 요금에 한 권리를 들어 원고측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아 법원은 공정한 요금이라는 개념에 철도회사와 공중 

양측에 공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⑵ 자의적 판단: 사법적 우월성과 자유방임

오히려 이 사건 판결의 문제는 공정한 수입의 개념과 그에 한 산출방식이 아

니라, 그 과정에 개입된 자유방임 논리라는 자의와 사법적 우월성에 한 지나친 

확신이라고 생각된다. 

즉, 법원은 공정한 요금의 산출에 있어 철도회사의 수익보장이라는 목표는 그 

비중을 매우 크게 잡고, 중에 한 배려는 단순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실제로 

판시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그 비중이 매우 적은 주간 업 자체 내에서 그 수익

을 전부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철도회사 전체적으로는 흑자경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시하기에 이르렀다. 주간 업에 한 독

립적인 계산에 더하여 또한, 3 년간의 소급적인 계산방식, 증언에 의하여 주내 업

에는 운 비용을 10% 더하는 방법을 취하 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논리상 필연성

이 없고 그 근거를 딱히 알 수 없어서 이와 같은 계산 방식이 자유방임이라는 자

신의 사회철학을 관철하기 위하여 동원된 것은 아닌 가하는 의심이 들게 된다. 

또한 법률이 그 유효성을 입증해야 하는 커먼로 체계일지라도 법원이 그 요금

164) Lepsius, 앞의 책, 86면. 

165) 앞서 보았듯이 당시의 철도 회사들도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어떠한 종류의 규제를 

희망하고 있었다(Kolko, 앞의 책, 4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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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리성을 직접 계산해내어 철도회사에게 손실이 발생하므로 위헌이라는 판단은 

그 사법적 우월성에 한 지나친 확신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 결론만을 보고 이 사건 판결을 비롯한 이 시기 철도 관련 판결들이 철도회사

에 우호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당시의 법원은 경제현실과는 무관한 경제

이론의 기초에서 철도관련 사건을 처리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166) 당시의 법원 

판결은 ICC 에 그랬던 것만큼 철도회사와 주요 산업에도 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

다. 철도회사는 겉으로는 자유방임에 한 예찬론을 폈지만, 실제로는 자유방임상

태로 있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167)168) 

한편 법원의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ICC 는 상충되는 목표사이의 갈등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법자169)나 법원 모두 내용적인 기준과 한계를 정확

하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합리성’을 규정하 으나 법의 정책은 

모순되고 조리에 닿지 않으며 모호했고, 법원은 기업의 ‘fair return on fair value’

라는 미사여구를 주장하여 사실상 의회에 도전하 다. 그럼에도 그러한 이러한 일

련의 판결들이 단순히 반 ICC 적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판결들이 

박탈했다고 주장하는 권리들을 사실은 ICC 가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브리

엘 콜코’(Gabriel Kolko)는 연방 법원이 당시의 ICC 에 해 요금을 결정할 능력

이 있는 지 의문을 제시한 것은 정확한 것이었다고 주장하 다. ICC 는 요금 결정

166) Kolko, 앞의 책, 81면.

167) Kolko, 앞의 책, 83면. 

168) 철도회사가 ‘주간통상법’(Interstate Commerce Act, 이하 ‘IC-Act’라 한다)의 제정에 

하여 체로 환 하는 분위기 다는 점에 하여는 Kolko, 앞의 책, 45면.

169) IC-Act를 만든 입법자에 해 “아마도 양립하기 힘든 이해의 조정이라는 자신의 임무

를 방기하고 신 위원회와 법원에 떠넘기는 입법자의 이해관계 이외에는 어떠한 이

해관계도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하나의 거래 다”라는 평가가 있다(Sthepen 

Skowronek, Building a New American State: The Expension of National 

Administrative Capacities 1877-1920, 148-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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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그에 해 극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 다. 

이 사건 판결에 해 법원이 이 결정으로서 요금 규제를 구원하 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었다. ICC 11 번째 연간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요금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170)

이같이 연방 법원은 철도회사를 위하여서도, ICC 의 권한을 억제할 목적도 아닌 

사법적 우월성에 입각한 자기확신에서 자신의 고유한 사회철학인 자유방임적 사고

를 판결문에 채워 넣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수단과 같이 된 것이 다음 항에

서 볼 경제적 분석이었다. 

⑶ 법개념의 경제적 분석

법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합리성 개념에 해 자신이 적극적으로 해석

하 다. 그러나 법원은 불특정된 ‘합리성’(reasonableness) 개념을 명확히 한 것

이 아니라, ‘공정한 가치’를 도입하여 그를 체하 다. 무엇이 합리적인가가 이제 

경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했다. 

이 사건 판결은 법을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것의 가능성과 위험성에 한 초기 

고유의 자료이다. 렙시우스에 의하면 경제는 경제적 요소들을 제시하고 평가할 선

택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법만이 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법적인 지침이 없다

면, 어떤 요건을 제시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어떤 식으로 서

로 관계 맺고 형량되어야 할지에 관하여 끝없는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모든 문제

들이 아무런 전제 없이 경제적인 고찰로 해결될 수 없다. 여기에 결과 예측의 어

려움이 더해진다. 즉, 출발조건을 계산함에 있어 이미 목적한 규율의 경제적 효과

가 예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지의 문제이다. 무엇이 평가되어야 할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 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평가 되어야 할지에 관한 법률적인 지

170) Kolko, 앞의 책,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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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이 없다면 위원회와 법원은 요금과 수익성, 낮은 가격과 공공의 복지에 한 포

괄적 공급의 목표갈등을 조화시켜야할 부담을 안게 된다.171) 

그런데, 법과 경제를 완전히 이원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이다.172) 무

엇이 옳은 것인가와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의 문제는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법의 경제적 

분석이 판결에 담긴 판사 자신의 자의 즉 판사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견해를 교

묘하게 위장할 수단을 제공할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 판결에서 경제

적 분석이라는 수단이 없었다면 법원 판결에서 철도회사의 이익과 중의 이익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한 형량을 거쳤을 것이나 법개념의 경제화를 통해 

이 단계를 거치지 않게 되었다. 분석의 단계 단계에서 범위의 확  축소, 계산방식, 

통계의 상이한 취급 등의 방법을 통해 결과를 달라지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경제적 분석은 미국 법제도에 예기치 않은 향을 미쳤다. 연방 법원의 

태도가 ICC 에 향을 미쳤고 ICC 의 위상변화와 권력분립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ICC 도 또한 그 나름의 결정을 위한 실체적인 기준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초기

에는 연방 법원 판결의 향 즉 경제적 패러다임으로 귀속되게 되었다. 그러나 

점차 점차 커먼로의 선례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스스로 경제적 질서개념으로 법적

기준을 보충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전통적인 권력분립체계에서의 이탈이 가속화되었다. 권력

통제의 전통적인 형식이 불특정적이고 사안에 지향된 정치적 통제의 절차로 체

되었다. 이 절차는 또한 점점 더 법적 기준 신에 경제적 기준을 이용하 다. 그 

결과 위원회가 자신의 규율임무를 독립적이고 자기책임 하에 이행하게 되었다. 

171) 이상에 하여, Lepsius, 앞의 책, 82면.

172) 오늘날 법학이 경제학이나 경제적 분석을 도외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세법, 

상법 등 분야를 생각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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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위원회의 구조가 권력분립의 체계에서 점점 더 불분명해졌다. ICC 는 

준입법적이고 준사법적인 임무에 하여 입법을 위임을 받아 입법부나 사법부의 

통제에서 점점 더 벗어나게 되었다. ICC 로 인하여 고유한 입법권한을 가지고서 특

정분야에서 개별적 문제에 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연방행정관청의 전형이 관철

되었다. 그러나 행정청과 법원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5. 관련 문제: 연방통상위원회

철도규제기관인 연방통상위원회의 발전사는 전통적인 커먼로 체계에 이질적인 

기관이 출현하여 그 시스템 내에 자리를 잡는 과정을 보여준다. 새로운 것에 한 

반응이 그렇듯 커먼로의 선례는 처음에는 연방통상위원회에 적 적이다가 다음 단

계로는 자기 체계 내로 적극적으로 포섭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연방통상위원회

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미국의 권력분립 구조 내에서 안정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⑴ 주간통상법의 제정 

철도문제를 계기로 최초의 규모 연방행정법률이 생겼다. 1887. 2. 4. 의회는 

주간통상법(Interstate Commerce Act)173)을 공포하 다. 무엇보다도 IC-Act 는 ICC

를 설립하 는데 이는 “연방교통관청”이었다. 이는 오늘날까지 미국행정법을 특징

짓는 새로운 관청형태인 독립 규제 위원회의 최초형태 다.174) 

173) 24 Stats. 379.

174) 한편 당시 IC-Act와 ICC는 합리적・논리적 배경이 취약한 상태로 정치적 필요에서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철도문제가 심화되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할 필요성은 분명하 으나 의회는 새로운 법률의 내용이나 관청의 구조에 

한 아이디어는 갖고 있지 못했다. 당시에는 경제규제가 그 자체로 개념화된 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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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ct 는 실체법적으로 ICC 에 무엇보다도 철도요금을 감독할 권한을 주었다. 이 

법률은 모든 요금이 ‘합리적이고’(reasonable) ‘공정해야’(just) 한다(제 1 조)고 규정하

고 특별요금, 리베이트와 차별적 요금 같은 ‘불공정하고’(unjust), ‘비합리적

인’(unreasonable) 요금을 금지하 다. 그러나 이 법률은 언제, 어떠한 기준으로 

과도히 높은 요금이나 선택적인 리베이트가 위법이고 그에 해 벌금을 부과할지

에 관해 내용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 

ICC 는 그러한 관행을 조사하여 거기에 한 일련의 절차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 

청문과 보고서검토를 통해 ICC 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확실한 법침해에 한 

보고를 해야 했다. 회사에 확정된 위반을 시정하고 벌금을 부과하라는 명령을 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ICC 는 자신의 명령이나 부과된 벌금을 집행할 수 없었고 행정강제를 행

사할 수도 없었다. 신에 ICC 는 사인과 마찬가지로 연방법원에 집행의 소를 제기

해야 했다. 매 벌금 사안에 하여 ICC 는 법원의 조력과 집행에 의지해야 했다. 

IC-Act 는 또한 명시적인 철도요금의 부과권한과 그러한 종류의 허가나 인가의 요

구를 규정하지 않았다. 많은 문제들과 갈등의 전조가 보 고, 법률에 나타났다.175)

니고 철도 개별사례에 한 우연한 규제에 불과했다. 

당시에는 ICC가 모델이 미국 경제행정의 초석이 되리라는 예감조차 없었다. 오히려 

의회는 IC-Act가 철도문제를 개별사례별로 trial and error 방식에 따라 다룬다고 생

각했다. ICC와 같은 독립관청이 권력분립에 해 갖는 의미, 그 독립성의 정도 및 

내용은 논의의 상조차 되지 못했다. ICC는 순수한 행정관청의 하나로 생각되었다. 

게다가 실제적으로 따를 수 있는 모범인 일리노이 철도위원회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설립이 더욱 용이했다.

렙시우스는 이러한 과정에 해 ‘즉흥적’이라고 평가하지만, (Lepsius, 앞의 책, 92면)

필자 생각에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창안하면서 그 초기의 생각이 그

로 실현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는가. 또 초기의 모델이란 원래가 불완전하므로, 

그 문제를 시정해가면서 제도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는가.

175) 이상에 하여 Lepsius, 앞의 책, 7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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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ICC 의 구조: 커먼로와의 유사점

ICC 는 IC-Act 의 당초 개념에 따라 과거의 행위들을 시정하 다. ICC 는 이미 일

어난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관행들에 강력히 응함으로써, 그 조치들이 향후 

위하효과를 주기를 희망하 다. 처음 IC-Act 의 구조에는 예방적인 권한이 없었다. 

그 구조는 커먼로의 소급적인 모델과 유사했다. 판례법의 경우처럼 ICC 는 처음에 

폐해가 발생하기를 기다려서 개별사안에 맞게 이를 제거하려고 하 다. IC-Act 에 

억제적 조치에 한 특정된 법목적과 행정강제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억제

적 조치가 효과가 없었다.

예방적 조치에 관한 명시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판례의 경우처럼 예방적 효

력은 간접적이었다. 커먼로의 전형적인 문제점이 이런 식으로 이러한 새로운 관청

에서도 일어났다.

ICC 의 조직은 법원의 지위와 상응하는 면이 있었다. ICC 위원은 조직 내에서 

판사와 같은 독립적인 지위를 지닌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 인적요소가 매우 중

요하며 인적독립성도 필수적이었다. 

ICC 는 조직적으로 행정부에 속하지 않았고, 기능적으로 법원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 다. 이제는 법원의 판례과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의 결과로도 법창

조가 이루어졌다. ICC 의 결정으로 미국에 새로운 법층이 생겨났다. ‘위원회의 사례

법’이었는데 이는 커먼로와 법률 사이를 요동했다. 권력분립이론과의 갈등이 도드

라졌다.176)

⑶ 법원과의 관계

새로이 등장한 ICC 에 해 법원은 소극적으로 립하 다. 처음에 법원은 위원

회의 관할을 제한하려하 다. 그 때 법률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커먼

176) 이에 하여는 Lepsius, 앞의 책, 9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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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론이 법원에 도움이 되었다. 

법원과 ICC 의 갈등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었다. 그것은 모두 커먼로와 전통적 

법구조의 지배력과 관계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IC-Act 의 새로운 법률규정과 전통

적인 커먼로 내용 사이의 실체법적인 갈등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법원과 갑자

기 유사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권력과의 기관 간 갈등이 생겨났다. 

실체법적으로 권한이 불명확했고177),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서 ICC 의 통제권한 

일부가 법원으로 이전되었다. 철도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사안은 강제집행의 범위

에서 심사를 받기 위해 결국은 법원에 왔다. ICC 결정의 예방적 효과와 IC-Act 의 

조정력은 결국 법원의 해석과 강제집행 의지에 달려있었다. 그래서 적용 첫해에 

IC-Act 의 적용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다. 종종 긴 시간이 소요된 충분한 

조사 끝에 ICC 는 철도회사의 관행이 ‘비합리적이다’고 선언했는데, ICC 의 조치에 

해 법원은 적법절차 침해를 심사하여 무효로 하면서 법원 자신의 확신으로서 

‘합리적이다’고 보충했다. 그 밖에 법원은 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정에 법원이 구

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서술했으며, 강제집행에 한 권한은 오로지 

법원에 있다고 함으로써 ICC 의 지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 존재

의 최초 시기에 ICC 는 아주 부분적인 성과로 만족해야 했다. 

⑷ 독립기관으로의 발전

입법자가 다양하게 개입한 후 1910 년쯤 절차적인 상황은 변화하 다. ICC 는 점

점 더 자율적인 된 규율 역을 주장하고, 법원의 후견에서 자유로워졌다. 일련의 

법률 개정이 ICC 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 다. 요금책정에 관한 그 임무는 1906

177) 앞서 보았듯이, ICC는 특히 요금을 매기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요금을 

스스로 매기는 것이 법률의 정치적인 취지 지만 법률에 ICC가 요금을 매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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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헵버트’(Hepburt)법178)에서 법률적으로 확정되었다. 이제 ICC 는 단지 “불공정

하고”, “비합리적인” 요금 여부를 확정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금의 

최고가를 미리 정할 수 있었고, 철도회사에 불공정한 요금을 매기는 것을 금지할 

수 있었다.179) 

또한 위원회의 조치에 한 독립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금지처분은 사법

(私法)상 행위에서처럼 법원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고, 고지와 한 달의 기간 

경과 후에 2 년간 지속되는 구속력을 획득했다. 이로써 절차진행부담이 바뀌게 되

었다. 즉, ICC 가 법원 앞에서 집행을 위한 조치를 다툴 필요가 없게 되었고, 사건

관련자들이 이제 반 로 법원에 한 조치를 하게 되었다.

법률상 내용적인 판단의 위임에 해서는 거의 바뀐 것이 없었다. 입법자는 아

직도 사소한 내용적 지침만을 정하 고, 그에 따라 사법심사의 범위가 개방된 상

태로 두었다. ICC 는 1910 년 요금책정권한을 명백히 보유하기는 하 다. 그러나 어

떤 기준에 따라 이 권한이 채워질 지는 입법자에 의하여 명백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1910 년 ICC 의 독립적인 규율권한을 수용하 으며, 그 요금

책정 권한을 인정하 다. 위임된 요금책정 권한은 이제 원칙적으로 다툴 수가 없

었다. 법원은 ICC 의 준사법적 조직과 거기서 나오는 사례법적인 요금책정권한과 

화해하 다: ICC 는 더 이상 법률을 근거로 들지 않고, 커먼로 법원처럼 고유한 선

례의 사례를 법원(法源)으로서 제시하 다. 이러한 관행은 또한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법원은 요금책정 과제가 수행 여부 및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이를 ICC 의 행정과제로 보았다. 법률적인 구성요건의 윤곽이 잡히지 않은 까

닭에 ICC 의 결정의 내용은 심사하기도 어려웠다. 적법절차의 필요에 하여는 

178) 이 법률은 보통 철도회사에게 패배를 안긴 진보적인 입법으로 평가된다. 그에 관한 

상세한 주장 및 일반적인 평가에 한 반박으로, Kolko, 앞의 책, 127면 이하. 

179) 그러나 ICC는 최고가만을 정할 수 있었고, 최저 요금을 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제3장 미국 연방 법원 판결의 분석

- 77 -

법원은 점점 개별적인 사안에 한 통제를 하 다. 

1920 년 이후에 교통법을 통한 ICC 의 입법부와 사법부에서의 독립은 계속 증가

하 다. 철도에 한 ICC 의 권력은 거의 달성되었고, 다른 권력을 통한 ICC 의 통

제는 최소한으로 줄어들었다. ICC 는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기관이 되었다.180) 

Ⅲ. United States v. E. C. Knights Co. 판결181)

1. 청구의 내용

이 사건 소송은 미연방정부가 ‘아메리칸 슈가 리파이닝 컴퍼니’(Amercian Sugar 

Refining Company) 외 다른 피고들을 상 로 펜실베니아 동쪽구역 연방법원에 제

기한 것이다. 피고들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4 개의 제분소를 매수함으로써 미국 내

의 제당업계를 거의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계약이 거래를 제한하는 

결합을 구성하며 피고들이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간(interstate) 및 외국과의 

거래와 통상을 제한할 것을 합의・음모하 으므로 이는 셔먼법182)에 반한다고 주

180) 이상에 하여는, Lepsius, 앞의 책, 97면 이하. 

181) 156 U.S. 2(1895)

182) 제1조 여러 주간 또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 등

의 형태의 결합, 공모는 위법이다. 이 법에 의하여 위법임이 선언된 계약을 체결하거

나 트러스트 등의 형태의 결합이나 공모에 관여하는 자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

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이를 병과한다.

제2조 독점하거나 독점을 시도하거나 1인 이상의 다른 자들과의 결합 또는 공모를 

시도하거나 여러 주간 또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의 일부를 독점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자는 중범죄자로 간주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며,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이를 병과한다.

제3조 미국의 준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 등의 형태의 결합 또는 공모, 준주와 또 다른 준주간, 하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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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의 취소를 구하 다. 

2. 연방대법원의 판단

연방 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수계약이 독점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한다. 전승되

는 선례법상의 독점은 특정 산업분야에 타인에 한 법적인 권리 없이 경쟁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개입하는 독점적 통제를 내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계약에 

의한 경우도 독점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연방 법원은 독점을 위와 

같이 제한 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공중의 편의를 위한 상품의 특정 종류를 혼자서 

판매하거나 독점적으로 전부 또는 상당한 양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는 내

용의 계약의 방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 다.

그러면서 연방 법원은 셔먼법이 금지하는 독점은 거래와 통상에 한 것인데 

이 사건 거래의 결과는 생활필수품의 제조에 관하여 독점을 만들어 낸다고 하

다. 그렇다면 연방 법원이 말하는 ‘제조’의 독점이라는 것은 셔먼법이 금지하는 

준주와 하나 이상의 주간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역 또는 외국, 컬럼비아 특별구역과 

하나 이상의 주간, 컬럼비아 특별구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 등의 형태의 결합 또는 공모는 위법이다. 상기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

결하거나 트러스트 등의 형태의 결합 또는 공모에 관여한 자는 중범죄자로 간주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며,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이를 병과한다. 

제4조 미국의 여러 연방지방법원은 이법의 위반을 방지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재판권

을 가진다. 연방검사는 자신의 해당 지역에서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이 법규

정의 위반을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를 개시할 의무를 부담한다. 당해 

사건을 설명하고 그러한 위반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것을 신청에 의하여 개시될 수 

있다. 피고들이 그 신청에 하여 적절히 통지받은 경우에는 연방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 신청에 관한 절차가 

계속 중이고 종국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청구원인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

원은 언제든지 임시금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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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및 통상에 한 독점이 아닌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연방 법원은 셔먼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헌법의 주간 통상 조항을 끌어 온다. 

연방 법원은 주 역 안에 있는 사람과 물건에 한 주의 권한이 고유하고 독점적

인 것이라고 하면서 각 주의 시민들을 독점 및 거래 제한이 가져오는 해악에서 구

제하는 권한 또한 주에게 남겨진 것이라고 하 다.183) 반면 주간 통상 조항에 의

해 주간 통상을 규제하는 의회의 권한 또한 독점적이다. 그러나 의회가 그러한 권

한을 행사하여 제한을 부과하지 않으면 이는 주의 자유로운 경찰권의 행사 역으

로 남겨진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제조’에 한 독점이 ‘거래 및 통상’에 한 

독점에 포함되거나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제조’에 한 독점은 주의 규율 

역으로 남겨지고 셔먼법의 규율 상은 아니게 된다. 

그렇다면 ‘제조’에 한 독점은 ‘거래 및 통상’에 한 독점에 포함되는 것이 아

닌가. 

일단 이 사건에서 연방정부는 상품목인 정제설탕이 미국민의 생활필수품이며 

이를 국민들이 소비하기 위하여는 주간 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면서 따라서 

연방정부가 거래 및 통상을 규제할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제조에 관한 독점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연방 법원은 제조를 통제할 권한이 그 제조물을 통제할 권한도 포함한다면서도 

부수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하 다. 연방정부가 제조의 독점을 통제한 결과가 거

래나 통상에 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래나 통상을 규제하

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이고 간접적으로 상업에 향을 끼칠 뿐이라는 것이다.

연방 법원은 가상의 사안과의 유추를 한다. 즉 주내 기업의 제조, 농업, 광산 

등 모든 형태의 생산을 통제하거나 가격이나 임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고자 하는 

183) 연방 법원은 이러한 구별로 인하여 명백한 해악과 혼란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이

를 감수하여야 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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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결합 또는 음모를 예로 들면서 이러한 계약에 한 규제도 이 사건 거래와 

마찬가지로 주내거래뿐만 아니라 주간거래 또한 제한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주간거래 제한이 간접적인 결과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거래도 

그렇다고 하 다. 이 사건 거래와 가상의 사안에서 주간거래 제한의 정도가 다르

다는 점 때문에 적용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 다. 왜냐하면 연방 법원이 

보기에 국가권력이 제조, 농업, 광산 및 다른 제조산업의 모든 계약 및 결합으로

서 그 최종적 결과가 외부의 상업에 향을 주는 경우에 까지 미친다면, 주가 통

제할 수 있는 업 조치나 사안은 거의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184)

이 같은 논리에 의하여 연방 법원은 이 사건에서 거래의 목적은 분명히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이지만, 그러나 주간 업 내지 외국과의 거래 통제는 

아니라고 하 다. 게다가 이 사건 제분소의 제품이 여러 주에서 팔리고 분배되고 

피고들은 여러 주와 외국과의 거래 및 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이것은 거래와 업이 제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

름 아니다. 그 물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거래라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여도 마찬

가지이다.

3. 사건의 배경: 셔먼법의 제정경위 

이 사건에서 상이 된 법률은 셔먼법이다.185) 셔먼법은 앞서 본 것처럼 19 세기 

184) 앞서 본 유령사안과의 유비적 사고이다. 그러나 때로는 정도의 차이가 결론을 바꾸

기도 하는데, 이 사건에서 연방 법원이 드는 가상 사안이 당해 사안과 그 공통점면

에서 중요한지 의문이다. 

185) 셔먼법과 IC-Act의 차이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셔먼법은 이미 커먼로의 

선례가 있는 역에 한 입법인데 반해 IC-Act가 규제하는 역에 하여는 선례가 

없었다. 둘째, 셔먼법은 규율 역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반해 IC-Act는 철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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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 산업발전에 동반하여 담합과 트러스트로 인한 폐해가 커지자 의회가 담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의회는 개별주의 커먼로에 연원을 둔 일반조항을 사용하 다. 제 1 조는 ‘거래를 

제한’(restraint of trade)하기 위한 협정과 결합을 금지하고, 제 2 조는 독점과 독점 

형성을 금지하 다.186) 

이미 국 커먼로에서부터 독점 및 거래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셔먼법에 있어

서 입법자는 전통적으로 이미 커먼로의 규율 역에 속하던 역에 해 규제한 것

이다. 이미 커먼로에서 트러스트는 불법이라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셔먼법의 일반

조항이 부가적으로 무엇을 규정하는 지조차 불명확했다. 커먼로에 집행을 위한 방

법이 없다는 점 때문에 셔먼법을 만들 때 더 강하게 담합에 반 하여 응하게 되

었다.187) 

셔먼법은 순수한 사법(私法)적 역에 귀속되었고 행정적인 기초가 없었다. 연

역의 제한이 있었다. 셋째, 셔먼법은 그 임무를 수행할 특별한 기관을 수립하지 않

은데 반해(법무부에 반독점국이 있었는데 이는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주요 임무 고, 

1914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FTC가 설립되었으나 이미 법원이 선례를 통해 주도권을 

쥔 뒤 다), IC-Act는 ICC를 설립하 다. 넷째, 이러한 점들의 결과 IC-Act는 자율적

인 행정구조의 구축을 달성하 고, 셔먼법의 경우는 법률의 위임과 집행이 법원에 

맡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논리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 인해 법률의 제정이라는 압

력에 직면한 정치세력이 임기응변적인 정치적 행동주의에 의해 법률을 제정했기 때

문이다. IC-Act는 일리노이 철도위원회를 가장 무난한 모범으로 생각하고 이에 따른 

것이며, 반면 셔먼법은 당시의 자유방임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규정이었다.

186) 각주 176>참조.

187) 독일의 입법자와 구별되었는데, 독일에서는 시장의 힘과 그남용의 문제점에 하여 

논의되기는 하 지만, 담합형성에 무엇보다도 전사회적인 효용이 있다고 보았고, 그

래서 1차 전 전에는 담합법을 제정하지 않았다.독일의 압도적인 다수의견은 셔먼법

이 미국에서 독점형성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 법이 담합계약을 경쟁에 

적 적인 것으로 하 기 때문이다. 동시에, 공동복지를 창설하는 독일의 담합과 해

로운 미국의 독점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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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와 개인은 셔먼법 위반에 하여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었으며, 법

원은 자신이 금지처분을 발할 수 있었다. 셔먼법이 경쟁법에 가져온 변화는 전통

적인 커먼로를 넘는 새로운 금지 구성요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연방정부와 

개인이 소를 제기할 권한을 새로 도입하 는데 있었다. 셔먼법의 이러한 방식은 

경쟁침해에 한 규제를 법원에 집중하는 것이어서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셔먼법 제정 이후 최초 20 년간 오로지 2 개의 판결이 있었다. 결국 셔

먼법은 커먼로의 세계를 나머지 역에서 보충했지만,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는 실체법면이나 강제집행 역역이 건드려지지 않고 그 로 남아있었다. 

셔먼법은 법원의 처분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법원이 셔먼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확실한 담당자로 남아있었다. 그러므로, 셔먼법에 한 

초기 판례는 커먼로가 카쥬이스틱적인 구조의 사법(私法)질서로 행정법률을 취급

하는 경우의 예를 제시해준다. 

4. 검토

⑴ 소송수행의 측면 

법리적 판단에 앞서 이 사건은 소송외적인 뒷얘기도 많은 사건인 것 같다. 우선 

이 사건 이전 사안에서는 모든 피고들이 주간통상에 종사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

에 이 문제가 특별히 쟁점화되지 아니하 다.188) 이 사건 판결이 주간 통상의 문

제를 다룬 첫 번째 판결이다. 원고 측 리인은 종전판결에서 이것이 문제되지 아

니하 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고, 그에 한 비도 충

분하지 못했다.189)

188) 예컨 , 다른 주의 상인과 거래한 광산소유자, 다른 주의 상인에게 위스키를 공급한 

위스키 트러스트, 철도회사의 주간 담합. 주간 운송자를 상 로 파업한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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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원고의 청구내용이 이 사건 인수계약의 취소인데 원고 측은 통상의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더 선호할만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인수계약의 취소를 구하

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 내용 자체가 인수계약상 제조활동의 측면을 주목하게끔 

만들었고, 이러한 제조활동은 필수적으로 주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공교롭게도 인수되는 네 회사들 모두 필라델피아에 위치하고 있었다.190) 

셋째, 이 사건 판결에 해 법원이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은 정부측 전략

의 실패와 사실 제시 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제 로 소송수행이 되었으면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191) 이 사건 판시 내용에는 법원이 전적으로 엄

격하게 사실에 의존하여 판단하 음이 제시된다고 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판결의 취지는 제조업자는 셔먼법에서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조 자체는 

이 법에서 면제되고, 따라서 제조업자는 그들이 활동이 주간통상을 구성하거나 그

에 직접적으로 향을 끼칠 때만 셔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넷째, 당시 셔먼법에 회의적이던 ‘올리’(Olney)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다소 부실

하게 또는 악의적으로 정부측 소송수행이 된 측면이 있다는 주장들도 있다.192) 

이상의 점들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판결의 의미는 다소 반감된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이 판결 역시 초기 행정법에 한 커먼로 체계의 반응을 역사적으로 관

찰할 수 있는 계기는 되겠다. 

⑵ 법률에 한 제한적 해석

셔먼법은 판사에 의한 법발견에 한 내용적인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189) William Letwin, 앞의 책, 163면.

190) William Letwin, 앞의 책, 163면. 

191) William Letwin, 앞의 책, 165-166면.

192) 자세히는 William Letwin, 같은 책, 121-122면. ‘레트윈’(Letwin)은 증거를 들어 이러

한 주장에 해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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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을 일으켰다. 이에 한 반응의 결과 내용적, 기관적 부조화가 셔먼법에 한 

초기 판례에 나타난다. 이는 동시에 커먼로법 구조의 제한 적 법률이해를 설명해 

준다.

 렙시우스에 따르면 이 판결은 연방의 경제규율역할에 한 법원의 포괄적인 

공격이었다.193) 셔먼법의 적용 역이 주간무역의 역으로 제한되었고, 셔먼법은 

이로써 효력을 상실했다. 이 단계에서 연방 법원은 우선은 셔먼법은 좁게 해석되

어 커먼로에서 차단시켰다. 

이 사건 판결은 렙시우스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결국 커먼로의 법률에 한 지

위 및 그 제한적 해석을 잘 드러내 준다. 그러나 그러한 실태에 한 연구와는 별

개로 커먼로 체계에서 법률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결국은 어떤 법체계에서든 판단할 때 준거가 되는 판

단기준이 필요하다. 커먼로 체계에서는 이를 커먼로로 택한 것이고, 륙법 체계

에서는 성문법과 이에 한 도그마틱을 기본체계로 택한 것이다. 

법률법 체계와 커먼로 체계가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만 커먼로 체계에서 이러한 관계를 전복시켜 법률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든지, 

륙법체계에서 성문법을 무시하고 커먼로를 도입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거

니와 불필요한 현상이라고 본다.

⑶ 이후의 법원의 태도 변화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연방 법원은 경쟁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자신의 생

193) 이에 한 전통적 견해는 이 사건 판결이 셔먼법의 심장을 도려냈다는 것, 연방 법

원이 기업을 변해준 것, 반 의견이 세사업가, 농민, 중산층 전문직업인들의 

진정한 목소리라는 것 등이다. 또한 이 사건 판결은 각 주의 역 내에서 사업을 하

는 기업들을 규율할 수 있는 주 정부의 권한을 남겨두기 위한 시도로도 볼 수 있다

(로렌스 M. 프리드만, 앞의 책, 5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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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따라 셔먼법을 개편했다. 즉 ‘합리성’ 기준에 관한 셔먼법을 커먼로의 선례 

체계에 통합시켰다. 결국 19 세기말, 20 세기 초 셔먼법의 적용과 해석은 커먼로의 

뿌리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일반조항적인 규정 덕에, 법원은 셔먼법

의 적용과 커먼로를 화해시킬 방법을 찾았다.194) 

문제점도 있었다. 연방 법원에 의해 해석된 셔먼법의 합리성이 기업가들에게 

일으킨 문제는, 어떠한 관행에 한 판결이 있기 전에는 기업가들이 사전에 어떤 

업관행이 비합리적이고 위법한 것으로 간주 될지 평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노조활동도 담합으로 본 연방 법원 판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셔먼법의 목적이 제 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란 셔먼법의 의미에서는 

법원이 보기에 담합으로 이해된다. 사용자는 그러므로 법원을 통해 파업조치를 금

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담합금지에서 노조활동 금지가 나온다.195) 이러한 

판결을 시정하기 위해 입법자는 노조활동을 셔먼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많은 

특별법을 제정하 다. 

5. 관련문제: 연방거래위원회

⑴ 법률의 제정

의회는 1914 년 클레이톤법과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 라 한다)법을 제정했다. 

194) 법률이 모호하고 일반조항적으로 만들어지면, 법률이 커먼로와 그 원칙의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반 로 법률이 자세하고 정확하면, 법률이 제한적이고 어구에 엄격

하게 해석되게 된다. 이 같은 두 가지 전략으로써 커먼로는 법률을 억제함과 동시에 

최 한의 유효성과 지위를 보장받는다. 즉, 커먼로는 법률개정의 기준과 출발점으로

서의 역할을 맡고, 규범적 변화가 허용될지 결정한다. 셔먼법에 관한 초기 판례는 이

러한 두 가지 전략을 교차적으로 적용한 예이다(Lepsius, 앞의 책, 면).

195) 이에 관한 표적인 판결이 United States v. Debs, 64 Fed.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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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이로써 부분적으로 너무나 제한적이고196), 부분적으로 너무나 적극적인 판

결197)이 유발한 폐해를 제거하려고 하 다. 이 법률은 셔먼법의 실체법적인 규정

을 수정하 고, 새로운 일반조항을 들여왔다. ‘거래의 제한’이라는 표현이 ‘불공정

한 수단의 경쟁’ 금지로 되었다. 클레이톤법은 가격차별과 우선적 취급을 금지하

고, 그러한 면에서 IC-Act 와 유사하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회는 새로이 창설되

는 독립규제위원회, 즉 연방거래위원회에 담합·경쟁법률을 실행하는 일을 맡겼

다. FTC 는 새로운 형태의 두 번째 연방행정청이었다.198)199) 

⑵ 커먼로와의 관계

입법자들은 셔먼법에 한 제한적인 판결에 한 반응으로 수정법률을 만들었

다. 바뀐 법률하에서 FTC 는 또한 독자적으로 셔먼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었

다. 즉 기관의 준사법적 성격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법원은 불공정한 

업관행에 한 법개념을 엄 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법적인 과제에서 면제되었

다 FTC 의 창설로서 입법자는 정치적으로 행위하 고, 개별적 사례에서 FTC 의 성

과를 새로운 법률로 수정하는 식으로 결함에 해 반응하 다. 그런 면에서 FTC

196) 앞서 이 장에서 본 판결과 같은 생산자 담합의 경우.

197) 가령 파업금지에 관한 주 189>

198) Lepsius, 앞의 책, 115면 이하.

199) 클레이톤법과 FTC법은 윌슨 통령이 1913년에서 1915년 비 해진 경제자유주의와 

싸우기 위해 사용한 입법적 조치의 일부이다. 윌슨의 새로운 자유(New Freedom)는 

정치경제학을 새로운 개념적 기초 위에 세우려 하 다. 법률은사회적(국가적이 아닌) 

자유 위협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했다. 이는 전통적 사례법이 달성하지 

못한 것이었다. 윌슨은 난제인 카르텔문제는 ICC의 방식에 따라 새로운 독립규제위

원회로 해결하려고 하 다. 윌슨의 새로운 자유는 사회적, 정치경제적 목적에 한 

법률의 도구화라는 면에서 뉴딜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다. 두 운동은 출발조건과 법

률적인 수단이 유사하 으며 둘 다 세계전쟁을 통하여 시 에 뒤쳐져 끝나게 되었

다. 두 정책은 그러므로 짧은 기간 집중적인 개혁노력에 그쳤고 이는 그동안의 행정

구조를 수정하기는 하 지만 완전히 바꾸어놓지는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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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설은 의회에는 성공적 해결책이었다. 의회는 독점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

으면서도 원한다면 개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FTC 의 행정입법을 통해 입법자의 뜻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사례법의 전통

과도 결합할 수 있는 행정법의 형성이 기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FTC 와 ICC

의 창설은 커먼로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커먼로는 법적용을 포섭적인 

법률실행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결부된 판례법으로 보았는데 기관의 준 

사법적인 성격때문에 법률이 소급적인 사례법질서로 편입되는 것이 가능했다.

새로운 법률의 구성요건은 일반조항을 더 늘리기는 했지만 옛 규정보다 자세하

지는 않았다. 카르텔법에 한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원칙적인 문제에 관

하여는 거의 바뀐 것이 없었다. FTC 는 법률의 집행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

별적인 수권조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하여 FTC 와 법원사이에 경쟁이 시

작되었다. 한편, 법원은 FTC 가 법률에 규정된 “불공정한 수단”을 구성요건적으로 

나누려는 노력을 저지하 다. 새로운 분화가 전승되는 커먼로 사례군에 속하지 않

는다면, 그에 기초한 조치들을 무효로 하 다. 반 로 FTC 가 커먼로 기준에 따르

는 한 법원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조치들을 승인하 다. 

카르텔법의 실행을 위해 FTC 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FTC 가 고유한 강제집행력

을 갖지 못했다. 법원에 의존된 강제집행절차가 지속되었다. 법원에 의한 금지처

분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법원은 행정절차에 관련을 맺고 있었다. FTC 는 처분을 

내릴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관련자에게 자유로이 부과되지 못했고, FTC 는 

사법적 금지처분을 요청해야 했는데, 이는 법원에 의한 포괄적이고, 새로운 증거

제시 절차로 이어졌다.200) 

200) 이상에 하여는 Lepsius, 앞의 책, 117면 이하. 





- 89 -

제4장 시사점 

1. 커먼로에 대한 접근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륙법계 법률가로서 커먼로에 접근할 때는 세 

가지 정도의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역사적 방식, 두 번째는 방

법론적인 방식, 세 번째는, 철학적 방식이다.

⑴ 역사적 관점

우리의 경우는 법제도나 관념을 접근할 때 역사적 분석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륙법계에서는 어떠한 제도나 관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법제도

의 역사성이나 사회성이 제거된 채로 고도로 압축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및 도그마

틱의 체계 속으로 편입되기 때문일 것이다. 커먼로의 경우는 앞서 본 것처럼 그 

형성이래 역사적 단절 없이 계속 단일한 법전통으로 발전되었다는 점 외에도 17 세

기의 커먼로 법이론이 보여주는 커먼로에 한 관념 즉 사회의 관습과 전통에 

한 이성적 추론으로서의 법 때문에 역사적 관점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행정법 형성기의 판결들은 오래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자

체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나아가 물리학에서의 질량보존의 법칙에 빗 어 법제도가 거쳐 온 역사성이라는 

것도 결코 소실되지 아니한 채 우리의 법제도 및 법학에 담긴다는 점을 상기하여 

보면 비록 우리의 경우 시 성과 무관한 추상화 및 관념화의 옷을 입고는 있지만 

이를 풀어 보내면 커먼로의 경우처럼 무수한 이야기와 역사가 그 제도에 담겨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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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⑵ 방법론적 측면

커먼로의 역사 및 법이론의 역사에 한 고찰이 자연히 방법론으로서의 

커먼로로 이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커먼로의 표적인 방법론은 유비적 사고

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보았듯이 이는 기본적으로 비형식성을 띠기 때문에 연역논

증과 결합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륙법계

에서도 법률과 도그마틱에 의한 논증을 전개하면서도 얼마든지 유비적 사고를 응

용할 수 있다. 적절하게 활용되기만 하면, 유비적 사고가 갖는 힘 즉 직관적으로 

이해되며,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는 점,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다는 점, 선례의 권

위에 구속됨 없이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우리 법제도에도 많은 기

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커먼로의 유비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사안 해결이라는 실용적 목적

을 갖는 것인 만큼 그 과정에서 논의를 추상화하기 보다는 구체적 사안 중

심의 사고를 해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⑶ 철학적 측면

벡커가 지적한 로 커먼로는 ① 유명론적, ② 규범주의적, ③ 자연법적 측면의 

방법론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커먼로 방법론에 담겨있는 철학적 뿌리에 

한 지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준의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

야 커먼로를 우리 입장에서가 아닌 커먼로 입장에서 서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아마도 커먼로 법률가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측면이 아닐까. 여기에서 또 

한 번 법실무와는 다른 법학의 임무에 하여 실감하게 된다.

한편, 위의 측면들은 우리에게 각 상기시키는 점이 있다. 유명론적 측면은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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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는 우려 로 우리 법학의 추상성과 관념성에 해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벡커 자신이 적절히 언급한 로 유명론과 보편주의란 것은 언제나 

상 적으로 존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실무에 있어서 너무나 보편주의의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나 분쟁해결이 목적이기 때

문이다. 규범주의적 측면은 판단자로서의 판사의 지위와 법규범의 중요성에 한 

믿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고 할 것이다. 쉽사리 법외적 판단으로 도피하기 보

다는 법규범 내에서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기울여 질수

록 우리의 법제도도 더욱 풍성해진다고 할 수 있다. 자연법적 측면은 독일의 상황

에 하여 벡커가 지적한 것이 우리의 경우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것이다. 수많은 

일반개념에 하여 벡커식의 자연법적 판단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한 이론적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건축신고 판결에 대하여

다시 처음의 건축신고 판결로 돌아와 본다. 이제 와 보면 이 사건 판결은 결국 

법률의 해석론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커먼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실에 입각

한 유비적 사고임에 하여 이 판결의 논의 자체가 이미 일반론에 한 것이다. 

또한 커먼로 체계에서는 법률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유추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반 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점을 제외하고 보면, 아쉬운 점은 이 사건 판결이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인허

가의제 신고가 신고라는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에 한 판단을 자세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인허가의제라는 효과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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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인허가의제 신고를 달리 취급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에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해석이 법률의 가능한 의미 내에 있는 적절한 해석인지, 

법률을 넘는 해석인지 아니면 법률에 반하는 해석인지에 하여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자 중 앞의 두 항에 해당한다면 반 의견이 주장하는 입법권 침해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정작 그에 한 논의

나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또한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할 것이다.

3. 판사의 자의

앞서 본 세 개의 판결을 살펴보면 시 와 법정신에 맞는 판결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판결들의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라면 사법적 

우월에 한 지나친 확신에서 비롯된 자의라고 볼 것이다. 결국은 자신들이 고수

하던 사회철학이 판결 논증 단계단계에 미세하게 스며들어 그 결론이 달라지게된 

것이다. 판사의 자의란 것이 고의적인 태만이나 불성실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결국은 역사적으로는 자의적이라는 불명예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와 같은 륙법계는 자의를 막기 위하여 법률과 도그마틱이라는 막

강한 지원군이 있다. 이에 비추어 항상 판단을 점검함과 동시에 커먼로의 

유비적 사고를 통해서 판단을 ‘크로스 체크’(cross check)한다면 자의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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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법 방법론에 대한 의의

공·사법 구별이 없다는 점에서부터 법률과 선례와의 관계 등 미국 행정법의 체

계가 우리와 달라서 커먼로가 우리의 행정법에 어떠한 의의가 있을지 조차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본 커먼로 방법론 및 그 철학적 측면에 주목하여 

본다면 성문법 위주의 법체계라고 하여 커먼로와 모순된다고 볼 일은 아니다. 체

계적 차이점들은 오히려 공·사법 구별과 같은 것들이 당연하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준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좀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고도로 정제되고 추상화된 법률과 도그마틱의 체계가 불가피

하게 갖는 문제점들 가령 일부 사안에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점, 국

민과 소통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점 등을 완화시키는 데 커먼로의 유비적 사고를 

활용하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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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U.S. administrative law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Considering the generally acknowledged importance of 

comparative law study, it has been evaluated hitheto conducted study on the 

U.S. administrative law is insufficient. 

The task was carried out not by comparison on each institution, but by 

comparative study on the way of thinking and reasoning of Common law 

system, which made it possible to comprehend our methodology and reasoning 

itself clearly.

Common law tradition is mainly based on Case law. That’s why it is thought 

Common law is irrelevant to us until now. But the recent explicit trend of 

globalization provides pressing need and reason to study Common law. 

The precise concept of Common law is not easy to determine. So the 

general discussion on Common law was required.

Next, we reviewed the beginning history of U.S. administrative law. It 

revealed the initial relationship of mass administrative statutes and traditional 

Common law. But, we did not check chronological facts. Instead, we 

examined thoroughly three now-notorious rulings of U.S. Supreme Court of 

those days.

In this study, we have shown the recommended approach on Common law. 

Fisrt, historically, second, methodologically-analogical reasoning, third, 

philosophically. 

The philosophical basis of Common law is nominalism, prescriptivis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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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law, which facilitates the apprehension on Common law from their 

position, not from ours. 

The analysis on three U.S. rulings suggested that arbitration of judge was 

very difficult to avoid in some hard cases. It occurred from not only evident 

negligence and malice of relevant judge. Exessive conviction on judicial 

supremacy always should be refrained.

Key Words: Commom law;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formation of U.S. 

administrative law; Lochner ruling; arbitration of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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