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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법에 있어서의 공익〉

英美에서의 公益槪念과 公益의 法問題化*

― 행정법의 변화와 대응 ―

1)

金 裕 煥**

Ⅰ. 序論

인류의 가장 본질 인 가치개념이 모두 그러하듯이 공익개념 역시 그를 이해

하는 견해의 스펙트럼이 무나 넓다. 사상의 相異性과 국가나 지역의 상이성, 

시 의 상이성 등이 가져오는 견해차의 요인이 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익론의 문제를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공익개념이 무엇인가 하

는 문제로 이해할 때, 그 은 좀더 구체 으로 되고 실  쟁 에 맞추어질 

수 있다. 이처럼 공익론을 하나의 실  과제로서 인식할 때, 우리의 정치와 행

정에 심각하게 향을 주는 공익의 념이 상당 부분 英美의 철학과 사회과학의 

산물이라는 을 부인하기 어렵다.

오늘의 우리 정치인, 행정가, 학자들이 구사하는 용어와 념 가운데 어느덧 

그러한 미의 공익 이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 일견하여도 명백하다.1) 

그러므로 미의 공익 의 문제는 더 이상 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수 있다는 을 간과할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의 공익론과 마찬가지로 국과 미국에서의 공익개념 역시 법학, 

정치학, 경제학, 철학, 사회학 등 學際的 硏究(interdisciplinary study)의 상이 되

어왔다.2) 학문 상호 간의 공익에 한 이해가 서로 깊이 연 되어 있기 때문에 

 * 이 논문은 2006년 8월 23일 법학연구소가 개최한 晴潭 崔松和 敎授 정년기념 학술회
의 “법에 있어서의 公益”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작은 정부론과 규제완화, 그리고 공공선택이론이나 공공기능의 outsourcing 등의 관념

은 모두 최근의 영미의 공익관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Infra. Ⅲ. 英美公益論의 특징과 現代的 問題狀況 참조.

 2) Mike Feintuck, ‘The Public Interest’ in Regul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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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분리하여 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 공익은 국과 미국에서 법개념으로서 등장하고 있다.3) 

법개념으로서의 공익은 그 철학 , 역사 , 정치 , 경제  배경과 함께 실 사

회를 규정하고 이끌어가는 實定制度로 나타나고 있다. 공익(Public Interest)이라는 

용어로 표 이 되든지 아니면 그를 구체화하는 다른 표 으로4) 법령과 례, 정

책문서에 등장하든지 간에 공익은 더 이상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정치 실

의 배경을 이루는 철학 ․사회과학  개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가진 제

도로서 실사회에 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익이 단순히 분석의 상인 념이 아니라 법개념으로서 그리고 제

도로서 등장하게 됨에 따라 공익은 특히 국가역할의 변화5), 그리고 국가와 시민

과의 계변화에 따라 변천6)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이 실제의 법 단에서 어떻게 취 되어야 하는가에 

한 논의는 아직 미에서도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시민공화주의  입장에 서있는 

미국의 Cass R. Sunstein이나 국의 Mike Feintuck 같은 이들이 이 같은 논의에 

앞장을 서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본고는 국과 미국에서의 공익 의 뿌리와 오늘의 문

제  등 공익론의 반 인 쟁 들을 검토하고, 미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법

문제로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쟁 에 한 논의들을 추 해 보고자 

한다. 공익개념의 스펙트럼 만큼이나 공익론의 스펙트럼도 무나 범 하고 그 

방법론이나 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과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공익론을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어려우나 오늘 우리나라에 가장 심 하게 향을 미쳤거

나 미치고 있는 사상이나 이론체계를 심으로 미의 공익론과 그의 法問題化 

2004), pp.3-4 참조.
 3) 법개념으로 공익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영국 대법원장 Matthew Hale경으로 추정된

다. Breck. P. McAllister, “Lord Hale and Business Affected with a Public Interest”, 
43 Harvard Law Review 759.(1930), pp.759-760; Munn v. People of States of Illinois, 
94 U.S. 113, p.127.

 4) 예컨대, Telecommunication Act 등 미국연방법의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Public Convenience and Necessity가 Public Interest를 달리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라
고 할 수 있다. 47 U.S.C. § 214, 254, 309, 319. 336. 534 등 참조.

 5) Mike Feintuck, op. cit., p.44 참조.
 6) Christopher John Quinn, Theories of Public Interest: A Conceptual Analysis, (A 

Dissertation for Ph. D., Syracuse University, 1980), p.2. 6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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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검토함으로써 오늘의 우리 공익론과 행정법  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시

사 을 얻고자 한다. 

Ⅱ. 公益槪念의 類型論 檢討

1. 槪觀

오늘날 국이나 미국에서의 공익 논의에서 가장 범 하게 향을 미친 사

람들 에 Virginia Held가 있다. Held의 공익론이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우선 

그녀가 1970년에 발간한 서 “The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 Interests”7)에서 

종래의 미 공익론을 나름 로 체계 으로 분류하여 제시하 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서는 국과 미국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있으며8) 우리나

라에도 큰 향을 미치고 있다.9) 미의 공익론의 분류법은 다양하지만10) Held

의 분류법처럼 역사 , 사상  배경을 두루 반 하고 있는 분류법은 흔하지 않다

고 생각된다. Held의 분류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11) 그것이 미공익

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출발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7) Virginia Held, The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 Interests, (New York & London: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70).

 8) 예컨대, Mike Feintuck, op. cit., 38ff; Christopher John Quinn, op. cit., ⅳ ff. 등. 심지
어 C.J. Quinn은 그의 공익론이 Held의 분석에 대한 응답이며 교정이라고까지 주장한
다. Id.. Held 이외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용되는 학자는 Richard Flathman 이다. 
Richard Flathman, The Public Interest,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66) 
참조. 그러나 그는 공익론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 

 9) 예컨대, 최송화, 공익론-공법  탐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319면; 배상
진, “공익의 본질과 행정에서의 적용”, 이천수박사재임기념논문집(천안: 천안대학교, 
2003), 333면 이하; 하태수, “공익과 행정이념에 대한 시론적 재고: 국가이론을 중심으
로”, 행정논총 제40권 제2호(2002), 89면. Virginia Held의 이 저서는 우리 말로 번역
되기도 하였다. 강형기․이상룡 (역), 공익과 사익(서울: 박영사, 1986) 참조.

10) Held를 포함하여 Sorauf, Schubert 등 여러 학자의 공익론 분류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
로, Barry M. Mitnick,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Creating, Designing and 
Removing Regulatory Form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pp.259-279. 
참조.

11) 예컨대 C. J. Quinn은 Held의 3가지 분류법에 Emergent Interest Theories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더 추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필자도 Quinn의 이러한 견해에 동감하고 있
다. Christopher John Quinn, op. cit., 73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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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d는 공익이론을 優勢理論(Preponderance Theories)12), 共同利益으로서의 공

익(The Public Interest as Common Interest)론 그리고 一元論的 槪念(Unitary 

Conceptions) 등 3가지로 나 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하에서 Held의 所論을 출발

으로 하여 특히 미학자들의 공익론을 심으로 하는 공익의 類型化論에 

해 검토하고 비평해 보도록 한다.

2. 優勢理論(Preponderance Theories)

우세이론은, 공익은 사회구성원 체의 이익이 아닐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우세

한 이익이라고 한다. 그 우세는 힘의 우세일 수도 있고 여론의 우세일수도 있으

며 산술  효용 는 쾌락이나 선호(Preference)의 우세일 수도 있다.13) Held의 

분류에 따르면 Hobbes14), Hume, Bentham의 공익론은 우세이론의 범주에 속한

다.

(1) Hobbes의 힘의 優勢(Preponderance of Force)

Hobbes에게서는 선이나 악처럼 공익도 그를 논하는 자의 욕망을 떠나서 말할 

수 없는 것이 된다.15) 따라서 한 사람의 이익은 그에 의해 욕구되는 것이고 공

익 역시 만인이 욕구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 규칙에 복종함으

로써 질서를 가져오는 국가의 존재는 만인이 만인의 만인에 한 투쟁상태의 종

식을 해 의욕하는 것으로서 공익에 해당하는 것이 되며 국가의 主權이 평화를 

가져오고 그 기능을 제 로 수행하는 한 주권의 지속과 그 주권의 이익에 속하

는 것은 공익에 속하게 된다.16) 이때 그 주권은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질서를 

12) 강형기․이상룡 두 분의 행정학자는 Preponderance Theory를 집합이론으로 번역하고 
있다. 강형기․이상룡, 전게서, 49면 이하. 그러나 이를 우세이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의미전달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우세이론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13) Virginia Held, op. cit., pp.49-98 참조.
14) Hobbes의 공익론을 공동이익론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Christopher John Quinn, 

op. cit., pp.141-147. Hobbes의 견해에서 Leviathan의 존재를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
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Hobbes의 공익관을 공동이익론의 일종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Quinn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Hobbes는 이익을 욕구(desire)와 같이 보고 있으므
로 국가주권의 존재 자체는 공동이익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익판단
에서의 이익충돌에서는 우세이론에 입각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추정된다.

15) Virginia Held, op. cit., pp.50-51.
16) Ibid., pp.51-54 참조.



金 裕 煥 [서울 학교 法學 제47권 제3호 : 52～8856

가져오기만 한다면 정복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상 없다.17) 따라서 한 국

가를 구성하기 충분한 사람들의 집합체가 한 국가를 형성할 힘을 가진다고 하면 

기존의 주권의 이익을 공익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주권이 존 받는 것은 그것

이 평화와 질서를 가져올 충분한 힘을 소유하 을 때 뿐이다. 한 개인은 자연

상태로 환원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면 굳이 주권의 이익을 공익으로 의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18) 요컨  Hobbes의 공익론은 힘의 우세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Hobbes의 공익론에 따를 때 결국 이익이 충돌할 때 공익은 

더 강한 쪽 편이라고 추론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19) 

(2) Hume의 輿論의 優勢(Preponderance of Opinion)

懷疑論  Hume은 도덕  분별의 원천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승인과 불승인

의 소감일 뿐이라고 하 다.20)  유명한 그의 “이성은 감정의 노 ”라고 하는 

언명에서 그 단 를 찾아 볼 수 있듯이 Hume은 도덕의 바탕에 공감(sympathy)

를 두고 시인과 비난의 감정에서 도덕  단을 구하 다. 

도덕  단에서 그러하 듯이 Hume은 공익 단 역시 여론의 지지와 찬동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것이라고 하 다.21) 이와 같은 Hume의 입장은 인간의 실

을 직시하 다는 에서 Hobbes와 맥을 같이하고, 우세한 여론에서 공익을 도출

한다는 그 경험  입장에서 출발하여 공리주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에서 

Bentham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3) Bentham의 (效用)總合의 優勢(Superior Sum)

Bentham에게서 개인의 이익이란 한 개인의 쾌락의 총합을 증 시키거나 고통

의 총합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22) 그런데 Bentham은 공동체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므로 공동체의 이익을 공익으로 본다면 공익은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의 합산이 된다.23) 쾌락이나 이익의 합산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의문이지만 

17) Ibid.. pp.55-56.
18) Ibid., p.56.
19) Ibid., pp.56-57 참조.
20) Ibid., pp.58-59.
21) Ibid., p.62.
22) Ibid., p.63.
23) Clarence Morris(ed.), The Greatest Legal Philosophers-Selected Reading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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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tham에 있어서 무엇이 공익인가가 의심스럽고 이익 간의 충돌이 있을 때, 공

익은 사익의 총합 에서 더 큰 것이 될 수밖에 없다.24) 따라서 Bentham에게 있

어서는 쾌락이나 효용을 수학 으로 측정하는 것이 요한 문제가 된다. 

Bentham의 공익 은 오늘날 미 공익 의 뿌리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많은 

 추종이론을 낳고 있다.25) 

(4) 優勢公益理論의 現代的 形態와 그 含意

Hobbes로부터 시작되는 우세공익이론은 미  통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경

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직도  국과 미국에서 맹 를 떨치

고 있으며 우리나라에까지 결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오늘의 경제학자들은 개 이러한 통에 서있다. 경제학자들은 Bentham의 주

장처럼 효용을 합산하기는 어렵다는 을 인정하면서 그에 신하여 개인의 選

好度 혹은 選好의 순서를 단의 주요 거로 삼는다.26) 그러나 사실 공익 단이 

費用-便益分析(Cost-Benefit Analysis)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

면 Bentham의 효용의 합산이라는 개념이 에 와서 완 히 포기된 것이 아니

라 매우 기술  형태로 구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27)

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경제학  으로 정치 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공공선택이론도 결국 이러한 우세공익이론에 가까운 공익 에 설 수밖에 없다고 

본다.28)

우세공익이론은 개 이익을 욕구나 선호, 효용 등 실 이고 경험  가치의 

에서 악한다는 에서 공통성이 있다. 따라서 우세공익이론은 Glendon 

Schubert의 공익이론 분류법29)에 따르게 되면 실주의자(Realist)의 공익론에 가

Jurisprudence(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5), p.263.
24) Virginia Held, op. cit., p.68.
25) 공공선택이론, 비용-편익분석, 신자유주의적 공익관 등, Infra. Ch, Ⅲ. 참조.
26) Virginia Held, op.cit, 69ff.
27) 이 비용-편익분석의 개념은 영국이나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제도적으로 도입되

어 있다. 즉,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개혁의 방법론으로 규제영향분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소 중의 하나로 비용-편익분석이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
법 제7조 제1항 제4호 참조.

28) Infra Ⅲ. 5. (1) 참조.
29) Schubert는 공익론을 합리주의자(Rationalist), 이상주의자(Idealist) 및 현실주의자

(Realist)의 3가지 논의로 분류하고 있다. Glendon Schubert, The Public Interest, 
(Glencoe, Illinois: The Free Press, 1960),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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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가깝다. 실주의자들은 공익이 여러 이익집단의 이익을 월하여 존재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실제로 공익 단의 과정은 여러 이익집단의 각축장인 경우

가 많다. 우세공익이론은 공익을 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도덕  기 과 결

부시키지 않으며 실 으로 충돌하는 이익 가운데 선택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는 에서 공익 단의 본질  측면 의 하나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익을 도덕  단과 무 한 무엇으로, 는 계량  측정의 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에서 공익개념에서 가치의 부재를 래할 우려가 있고. 공익개념은 형

식화되고 우세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차만이 공익 단을 좌우하게 된다는 30)

이 우세공익론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3. 共同利益(Common Interest)으로서의 公益

(1) 共同利益으로서의 公益論

Held가 제시하는 두번째 카테고리의 공익 은 공익을 사회구성원의 공동이익

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익은 사익과 충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두의 이

익에 공통되는 요소만을 공익이라고 하므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가능성은 배

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Held는 루소의 일반의지(General Will)가 이러한 공동이익과 깊이 련되는 것

이라고 한다. 루소가 말하는 일반의지는 특수의지와는 달리 共同善과 공동이익을 

목표로 하는 도덕  의지이다. 루소는 모든 사람들은 도덕  에서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고 이런 제 하에 만장일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31)

Held는 공동이익으로서의 공익 의  다른 경우로 Pareto최 (Pareto 

Optimality)을 들고 있다. 토최 은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 으로 이루어진 상

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최 이 이루어지려면 (1) 생산의 효율에 있어서는 

어떤 한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감소시키

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 (2) 교환의 효율에 있어서는 한 소비자의 효용을 증

가시키려면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라고 하

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이것은 토최  상태를 유지하려

면 어떤 변화가 한 개인에게는 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미치지 않도

30) Virginia Held, op. cit., pp.92-93 참조.
31) Ibid., pp.99-107.



2006. 9.] 英美에서의 公益槪念과 公益의 法問題化 59

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2)

Held가 말하는 공동이익으로서의 공익개념의  다른 유형은 Brian Barry의 

所論이다. Brian Barry는 공익을 사람들이 공 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공통으로 

소유하는 이익들과 동일한 것33)으로 본다. 이러한 공동이익에는 불특정그룹에게 

해악을 미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  용(Negative Application)과 국

립공원과 같이 불특정그룹에게 공통의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정  용

(Positive Application)이 있다고 한다.34) 그는 무작 로 추출한 사람들에게 제공

되는 便益의 증진 그리고 害惡의 제거가 바로 공동이익에 속한다고 한다.35) 

Held는 이 을 밝히지 않았지만 Barry의 공익 은 John Dewey의 공익 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Dewey는 거래행 의 상 방이 아닌 제3자에게 미치

는 간  향에 한 것이 공  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공  

역을 리하는 것과 련되는 것이 공익이라는 을 시사하고 있다.36) Barry가 

무작 로 추출한 사람의 이익을 공익으로 본 것처럼 Dewey도 거래행 의 상

방이 아닌 제3자로서 거래행 의 간 인 향을 받는 자들의 이익을 리하는 

것이 공익과 련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2) 批評과 示唆點

Held의 공동이익으로서의 공익개념에는 異質的인 요소들이 섞여 있다. 한 

Held의 논리  제들 가운데에서도 수 하기 힘든 요소들이 없지 않다. 

첫째로, 루소의 일반의지와 련된 이익이 단순히 구성원에게 공통 인 이익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루소의 일반의지는 도덕  구성원의 도덕  단을 

제로 하는 것이므로 Pareto의 최 개념이나 Barry의 공익과 동일 선상에서 논

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까닭에, Quinn은 루소의 공익 을 공동이익으로서의 

공익론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출 공익론(Emergent Interest Theories of Public 

Interest)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37) Quinn에 의하면 출 공익이란 공동체가 

개인의 이익과 무 하게 공동체성 자체로부터 가지는 이익을 말한다. 출 공익이

32) Ibid., pp.107-109.
33) Ibid., p.116.
34) Id.
35) Ibid., p.117.
36) John Dewey의 공익관에 대해서 Christopher John Quinn, op. cit., 157ff. 참조.
37) Ibid., pp.233-2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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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개념을 인정하든지 는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확실히 루소의 공익 은 私

益의 공통성에만 기반한 공익 이 아니라 각 개인의 입장과는 무 한 공동체 자

체에서 유래되는 도덕  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로, 토최 의 개념이 과연 공동이익에 기반한 공익 의 범주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해서도 의문이 있다. 토최  상태 자체는 구의 희생도 요구

하지 않지만 토 최 을 달성하기 해서는 특정인들의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재 상태가 최  상태가 아니라면 최 을 달성하기 해 새로운 자원배분

질서가 수립되어야 하고 그 새로운 자원배분질서가 재의 기득권자에게 불리하

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Quinn은 오히려 토최 에 입

각한 공익론을 우세공익이론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38)

Held가 공동이익의 범주에 합한 것으로 제시한 것 에 Held의 공동이익으

로서의 공익 개념에 합한 실례는 Brian Barry의 공익론 밖에 없다고 본다. 그

러나 Barry의 공익론은 Held가 제한 사익과 충돌할 염려없는 공익 개념과 반

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다. 

요컨  Held가 생각하는 공동이익으로서의 공익범주는 범주 설정에 있어서 모

순이 많아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Held의 소론은 루소의 공익 과 같은 공동체 자체와 련된 도덕  

을 제로 하고 만장일치에 의한 공익 단을 하는 공익 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특징과 문제 을 지 하 다는 에서 공익론의 진 에 기여한 바 있다고 생

각한다. 다만 Held 자신은 루소의 공익 에 해 만장일치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공동이익의 추구에 한 무임승차자(Free-rider)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39)에서 공동이익론의 문제 을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40) 

Held의 공동이익에 근거한 공익론이 잘못된 제에 서있는 것이라고 보고, 공

동이익론의 개념 자체를 루소의 공익론과는 다른 범주의 것으로 악하여 공동

이익론을 Dewey나 Barry의 所論과 같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공동이익론  공익

38) Ibid., pp.99-103.
39) Virginia Held, op. cit., pp.121-124. 
40) Held의 공동이익론에 대한 세 번째 비판은 그의 공동이익론 개념 자체를 수긍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Held는 공익은 공동이익이므로 공익추구는 누구에게
도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수인종과 여성들을 위한 공익적 변화조치가 이런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으나 공동이익이란 누구의 손해도 
가져오지 않는 이익이라는 전제 자체가 루소의 이론에서도 성립된다고 장담할 수 없
다. Ibid., pp.123-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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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세이론  공익 과 마찬가지로 도덕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는 에서 비

의 여지가 있다. 컨  장래세 의 이익 등은 루소의 공익 에서는 공익 단

의 요소로 고려되겠지만 Dewey나 Barry의 공익 에서는 반드시 반 된다고 보장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통으로 가지는 이익이기만 하면 장래세 의 이익을 고려

하지 않고 하는 결정도 공익에 합치한 것으로 될 수 있다. 이것은 공동이익론  

공익 에 따를 때, 공익을 규범  단의 기 으로 삼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41) 

4. 一元論的 槪念(Unitary Conceptions)

(1) 一元論的 槪念의 內容

Held에 따르면, 일원론  공익개념에서는, 공익은 도덕  개념이며 일정한 시

간과 장소에서 모든 개인을 인도하는 도덕  단의 一元的 體系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러한 도덕  단으로서의 공익 단에 따를 때 公益과 私益은, 

비록 개개인이 서로 충돌한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일원  단기 과 단일한 가

치체계 안에서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42) 

Held는 일원론  공익개념의 始原的 모델로 Plato와 Aristotle을 들고 있다. 이

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는 갈등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는 만물의 척도인 도덕  완성이라는 덕목이 있었다.43) 따라서 공익은 폴리스 안

에서의 도덕  개념으로서 주어졌던 것이다. 

Held는 에 이르러 이러한 일원론  공익개념을 추구하는 견해로 주로 

Richard Flathman을 인용하고 있다.44) Flathman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한

다고 해서 그것을 공익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고 공익은 단순히 강요가 아

니라 개인이 자기의 이익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의무화를 

정당화시켜주는 도덕  고려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45) 숫  우 가 이러한 도덕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私益의 퍼 이드에 지나지 않는 토론이나 표 은 

41) Feintuck은 장래세대의 이익고려의 실패, 그리고 도덕적 요소가 공익판단에서 배제되
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점에서 우세이론과 공동이익이론의 공통적인 문제점
을 지적하고 있다. Mike Feintuck, op. cit., p.13.

42) Virginia Held, op. cit., pp.135-136.
43) Ibid., pp.142-143
44) Ibid., pp.152-154.
45) Richard Flathman, op. cit., pp.37-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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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상이 되는 자료라는 의미 이외에는 공익 단과 무 하다고 한다.46) Held는 

Flathman에 의하면 공익과 사익의 차이는 공익은 사익이 결여하고 있는 도덕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 된다고 지 한다.47)

(2) 批評과 示唆點

일원론  공익개념은 공익개념에 규범  요소가 있다는 을 일깨워 주었다는 

에서 공익개념의 정확한 인식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Held가 지 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원론  공익개념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공익이 도덕  규범과 련되어 있다면 그 도덕의 원천은 어디가 되어

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도덕의 원천이 국가여야만 한다는 법은 없다. 오히려 종

교의 역에서 도덕의 원천이 도출될 수도 있다. 더구나 국가가 도덕의 원천이라

는 결론은 체주의 사상으로 흐를 수 있는 험이 있다.48)

둘째로, 네덜란드의 Hermann Dooyeweerd가 지 하는 것처럼 국가가 사회의 

모든 역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역은 나름의 역주권(Sphere 

Sovereignty)49)이 있다는 것을 승인하게 되면 공익이 일원 이라는 가정은 실

인 에서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일원  가치체계로서의 공익의 완결성을 유

지하기 해서는 첫째, 공익 단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역의 도덕  

단을 고려하여 종합 으로 가장 타당한 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로, 

각 역의 도덕  견해가 상호 용인할 수 있는 수 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실 으로 존재하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이론 으로 외면하는 일원

론  공익론은 공익 단을 둘러싼 실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다. 한 오늘날의 공법상 비례원칙의 개념은 국가권력이 정당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력 행사의 한계를 설정한다. 일원론  공익론이 비례원칙

을 해명하기 해서는 비례원칙까지 용되고 난 후의 법  단이 공익 단이

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게 되면, ( 실의) 공익과 사익의 조정이 끝난 상태를 (궁

극 ) 공익50)이라고 하게 되는데 공익이 사익과 립되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하

46) Ibid., p.44.
47) Virginia Held, op. cit., p.154.
48) Ibid., pp.154-156.
49) Herman Dooyeweerd,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Jordan Station, Ontario, 

Canada: Paideia Press Ltd., 1984), 99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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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궁극  공익에서는 그러한 립상태가 해소되는 것이 되어 공익개념의 개념

으로서의 도구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개념 인식에서 혼란을 래하게 된다. 

5. 要約  整理

이상과 같은 공익론 분류는 각각의 공익론이 가지는 가치와 그 한계  문제

을 밝  주었다는 에 큰 의의가 있다.

첫째로, 우세공익이론은 공익에 한 매우 실 인 설명이 될 수 있지만 규범

 요소를 결여하여 공익개념에서 가치부재를 래할 수 있고 장래세 의 이익

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로, 공동이익으로서의 공익론은 공익 단에는 私益들에 공통되는 이익이라

는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는 을 확인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

통되는 이익이기만 하면 공익일 수 있다는 것은 우세공익론의 경우와 같이 여

히 가치부재의 문제를 안게 된다. 한편, Held의 공동이익론 가운데 루소의 공익

론의 경우와 Barry의 공익론의 경우를 구별된 범주의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

다. 루소의 공익개념은 규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에서 일원론  공익개념

과도 상통하는 것으로서 Held의 3가지 범주로 완 히 설명될 수 없는 측면이 있

다고 본다. 루소의 공익개념이 공익론에 기여하는 은 도덕  시민들의 화와 

토론을 통하여 공공선이라는 도덕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이 아닌가 한다.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시 의 공익 단에서 熟議(deliberation)을 통한 공공선에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제는  사회의 공익 단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시

사 을 제공한다.

셋째로, 일원론  공익개념은 공익개념에 규범  요소를 도외시 할 수 없다는 

을 밝혔다는 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원론  공익개념이 제하는 사익과 

모순없는 일원  가치체계라는 것은 사실상 神的 秩序를 의미하지 않고서는 기

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비 실 이라는 비 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50) 최송화 선생님의 입장에 따르면 이것을 진정공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송화, 
전게서, 179-1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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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英美公益論의 특징과 現代的 問題狀況

1. 英美 公益論의 공통  기반

국과 미국에서의 공익론은 철학 , 사회과학  통에 있어서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두 나라의 공익논의는 상호 향을 주고받았으며 논자들의 국 별 

분류조차 거의 무의미하다. 

이러한 미공익론의 공통  기반은 법  개념으로서의 공익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이다. 철학, 경제학 등의 주요개념이 국에서부터 미국으로 흘러간 것과 같

이 법개념으로서의 공익도 국에서 미국으로 계수된 것이었다.51)

미법에서 공익개념은 1670년 국 법원장을 지낸 Matthew Hale경이 한 

논문에서 “공익의 향을 받는(affected with a publick interest)” 시설은 사인의 

권리(juris privati)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  임무를 가지게 된다는 

을 지 한데서 유래된다.52) Hale경의 “공익의 향을 받는”이라고 하는 기 은 

그로부터 206년 후인 1876년 미국연방 법원의 Munn vs Illinois 결53)을 통해 

미국법으로 수용되었다. 이 결에서 Waite 법 은 Hale경의 논문을 인용하면

서 사  재산이 공익에 의해 향을 받으면 그것은 사인의 권리만일 수는 없다

는 것이 요한 보통법의 원칙이라고 하고54) 문제된 규제권이 이 보통법원칙에 

근거한 것이라는 을 밝혔다.55)

2. 個人主義  自由主義 경향

미의 공익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Adam Smith로부터 시작하여 

Jeremy Bentham에 의해 완성된 고  자본주의세계 으로부터 유래되는 자유방

임과 개인주의  功利主義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Bentham은 공동체는 개인으

51) Mike Feintuck, op. cit., pp.15-16.
52) Hale경은 그의 논문 “De Portibus Maris(The Port of the Sea)”에서 항구에 사적으로 

설치된 부두라도 그것이 사용가능한 유일한 부두라든가 하는 사정이 있으면 공공적 
부두로 보아야 하고 그것은 공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Breck. P. 
McAllister, op. cit., p.759, 765.

53) 94. U.S. 113, (1876) 이 판결은 곡물창고업자가 일정 이상의 보관료를 부과하지 못하
도록 한 일리노이주법을 위반한 창고소유주 Munn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54) Ibid., p.126.
55) Ibid.,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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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는 허구의 존재라고 하고 공동체의 이익은 각각의 개인들의 이익의 합

이라고 하 다.56) 이런 에서 보면 공익은 개인들이 각각의 이익을 추구함으

로써 자연히 달성되는 것이지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Adam 

Smith의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이 웅변하는 것처럼 17세기 

이래 20세기 까지도 미에서는 사회메카니즘을 개인의 이기심에 맡겨서 해결

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의 신념이 유지되었다. 

통 인 자유주의 통의 경제학자들은 개인이익의 추구가 한 법과 제도

의 틀 안에서 개인의 의도와 무 하게 결국 반 인 사회  이익에 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었던 것이다.57)

그런데 “ 한 법과 제도의 틀”이라는 그들의 제가 의미하는 바는 개인의 

이익추구가 공익에 사하기 해서는 각각의 사회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가 확

보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기 때문에 미에서는 사회구성원으로

서의 개인의 권리의 체계를 확고히 하는 통을 가지고 있었다.58) 그러므로 자유

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권리체계는 그 자체가 자유

로운 공동체를 지탱하는 요소로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 다고 볼 수 있다.59)

이러한 자유주의 통은 미국의 경우 New Deal 시 와 民權革命時代에 이르

러 공익60)을 근거로 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춤하 으나 오늘날 신자유주의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고 인 경제  자유주의보다 자유의 원리를 

문화 ․사회  차원에까지 확장시키고 있는데 신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국

가에 의한 공익의 인  추구는 자유와 권리의 침해와 억압만을 래할 뿐이

다.61)

이리하여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규제완화와 최소국가의 개념이 각 을 받고, 공

익을 추구한다던 국가가 사익의 포로가 된 상62)을 지 하며 오히려 국가의 간

56) Clarence Morris(ed.), op. cit., p.263.
57) Patrick McAuslan, “Public Law and Public Choice”, 51 The Modern Law Review 681, 

(1988), P.686에 인용된 James Buchanan의 글 참조.
58) 최송화, 전게서, 318면.
59) 김비환, “영미 자유주의 사상에서의 공익 개념과 한국에서의 함의”, 철학과 실, 통권 

50호(2001. 가을호), 43면
60) 사실 영미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정부에 의해 추구되는 공익 개념은 자유방임에 대한 

반대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61) Ibid., 44면
62) 행정기관이 관련산업의 포로가 되었다는 점에 대한 고전적 문제제기로서, Gre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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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을 인 곳에서 자유로운 개인활동의 조화 가운데 공익이 달성된다고 본다. 

그러나 고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같은 문제 즉, 자유주의 개념에 의

한 공익은 사회  강자의 편이기 쉬우며 시장가치에 의한 공익결정이 각종의 민

주주의  가치와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시민권과 련된 가치를 도외시할 험

이 있다는 문제 지 63)에 해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책임있게 답변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3. 自由主義的 公益觀念에 한 응으로서의 規制行政上의 公益槪念

자유방임  질서에서 이루어지는 공익개념은 사회구성원인 각 개인들이 정상

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미의 개인

주의, 자유주의  세계  하에서 발 된 도무지 단체  념을 발견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화된 보통법체계가64) 20세기의 변화된 환경 하에서 사회구성원인 각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그 다면 공

익은 실 되지 못한다. 더구나 자유방임질서와 보통법 자체가 정치 으로 립

인 것이 아니라 모종의 정치  결정을 반 한 것으로서 사회  약자의 요구를 

반 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유방임과 보통법질서에 의한 국가운 은 개 되어야 

한다.65)

이러한 문제의식이 바로 New Deal시 의 문제의식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행정과정(Administrative Process)의 발 을 통한 공익추구를 그 해결방안으로 제

시하 다. 행정과정은 공익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규제행정을 의미하며 규제행정

Nader, “Economic Regulation vs. Competition: Uncle Sam the Monopoly”, 82 Yale 
Law Journal 871,(1973) 참조. 그러나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이 산업의 포로가 되
었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반드시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다. 

63) Mike Feintuck, op.cit, p.42 참조.
64) Mike Feintuck, op. cit., p.29
65) New Deal 개혁자들은 자유방임과 보통법질서에 의한 부의 분배나 권리부여가 자연상

태라거나 정부통제로부터 자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그것들은 논의의 여지가 있으
며 공적인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는 시장가격도 법제도의 
결과이다. 루즈벨트대통령은 “경제에 관한 법은 자연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인간
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여 시장질서와 시장가치가 언제나 정
치적 산물임을 표현하였다. Cass R. Sunstein, After the Rights Revolution 
--Reconceiving the Regulatory State--,(Cambridge, Massachusetts &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p.20 및 해당 각주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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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의 공익개념은 정부의 시장실패 교정기능의 근거로, 정부의 활동에 의한 공

익추구의 근거로서 등장하 다.

그러나 New Deal 시 의 규제행정법과 행정과정을 통한 공익추구는 얼마되지 

않아 심각한 비 에 직면하게 된다. 가장 근본  문제제기는 과연 행정과정에서 

규제행정기 이 진정하게 공익을 추구하느냐하는 것이었다.66) 규제행정과정에 

한 표  비 자 던 Bernstein교수는 일 이 1956년에 이미 규제행정기 의 공

익개념이 지배 인 피규제자의 견해와 구별하기 힘들어졌다는 을 지 하고 있

다.67) 그의 견해가 다소 비 인 측면에 傾倒되었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시각에

서도 정부규제가 완 히 공익을 반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68) 

이처럼 정부규제가 피규제산업의 이익을 변한다든다 는 규제기  자신의 

이익을 변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이건행정부 이후 본격화된 규제완화의 논

리  근거가 되었다.

4. 英美 公益法(Public Interest Law)운동의 含意 

규제행정기 이 보통법체계의 문제 을 극복하기 해 창설된 것처럼, 그보다 

시기 으로 좀 후에 발 된 공익법개념도 큰 틀에서 보면 보통법이 가진 개인주

의  약   단체법  고려의 부족을 극복하기 하여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라고 할 수 있다.69) 공익법운동은 1950-1960년 의 미국민권운동 가운데 발 한 

것으로서70) 경제규제에서의 공익이 강조되던 New Deal 시 의 공익추구를 한 

응이 규제행정과정의 확장이었던 것에 반하여, 민권운동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회운동의 함의를 가진 공익추구에서는 규제행정과정의 확장과 아울러 공익법

66) 행정과정에 대한 회의는 1930년대에 행정과정이라는 약속의 땅을 보고 호산나를 외치
던 법률가들이 1950년대에 이르러 비극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 하는 Jaffe 교수의 말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Louis L. Jaffe, “The Independent 
Agency--A New Scapegoat”(Book Review of M. Berstein, Regulating Business by 
Independent Commission), 65 Yale Law Journal 1068(1956) 참조. 

67) Bernstein, Testimony, in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by Stephen G. 
Breyer & Richard B. Stewart (Boston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1979), 
p.107. 이 책의 후속판에는 Bernstein의 인용문이 빠져 있다. 

68) Mike Feintuck, op. cit., p.125.
69) Ibid., p.4.
70) 공익법의 기원을 더 멀리 잡을 수 있으나 공익법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이후

라고 생각된다. Jeremy Cooper & Rajeev Dhavan(ed.), Public Interest Law, (London: 
Basil Blackwell, 1986), p.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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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확산이 같이 이루어졌다는 을 주목할 만하다. 

어 든, 미의 공익법이 성립된 환경은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공익은 사회구

성원의 자유와 권리의 확보를 통한 개인  이익추구를 통해 실 된다고 하는 

통 인 미의 자유주의  공익 과 무 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에서 볼 

때, 공익법운동은 반드시 정부가 아니라 私的 訴訟 등을 활용하여 공익을 추구한

다는 에서 가장 미  특색을 살린 공익추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익법에 있어서의 공익개념이 규제행정법 상의 공익개념과 다른 은 

그 기능에 있다고 본다. 규제행정법상의 공익개념이 정부활동의 정당화 근거를 

제공하는데 본질  의미를 가지는데 반하여 공익법의 공익개념은 矯正的이고 

항  요소를 반 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즉, 공익법은 소외계층을 한 법71)

이거나 “구체  사회문제로서의 司法的 不正義의 시정과 司法的 手段을 통한 공

익”실 에 한 것이었다.72)

그러므로 규제행정법에 있어서는 공익개념이 어떻게 설정되거나 정의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요한 문제일 수 있으나 공익법에서의 공익개념은 어떻게 정

의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 할 것인가가 심  문제 다고 사료된다.

5. 功利主義  計量主義 경향

미 공익론의 기 를 놓은 Bentham의 공익론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바탕 

에 효용과 쾌락을 심으로 개되기 때문에 단연 공리주의  경향을 띤다. 

한 효용과 쾌락의 계산을 제하므로 계량주의  발상의 端初를 제공한다. 이러

한 공리주의  계량주의  경향은 오늘날의 미 경제학에 이어지고 법학의 

역에서도 공공선택이론, 비용-편익분석 등의 이론과 방법론이 도입되어 실질 인 

공익 단에 요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리주의  계량주의  경향이 반드시 바람직한 공익 단의 

요소로 작용할 것인가에 해서는 다음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은 심각한 문제제

기가 있다.

71) Rajeev Dhavan, “Whose Law? Whose Interest?”, in Public Interest Law edited by 
Jeremy Cooper & Rajeev Dhavan (London: Basil Blackwell, 1986), p.21 

72) 최송화, 전게서, 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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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共選擇理論과 공익 단의 經濟價値化

공공선택이론은 시장메커니즘과 련이 없는 정치  의사결정체계나 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공공재의 공 을 시장개념에 입각하여 분석․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198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James Buchanan과 

Gordon Tullock 등에 의해 주창된 것인데 오늘날의 미 공법이론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73)

Buchanan에 의하면 공공선택(Public Choice)이란 “경제학자들의 수단과 방법을 

집단  는 비시장  의사결정에 연장 용함으로써 등장하는 하나의 ”이라

고 한다.74) 이러한 공공선택론자들에게 있어 政治過程은 政治 場으로 이해된다.

공공선택론자들의 기본 은 개인주의로서, 국가는 그 자체 인격이 있는 유기

체가 아니라 개인의 총합일 뿐이고 공익은 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각 개

인이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연히 형성되는 결과라는 입장을 취한다.75) 

그러므로 이들은 개인이익을 월한 공익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76) 

이러한 공공선택이론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의사결정은 하나의 공공재로서 그

로 인한 비용부담자와 편익수혜자가 정치 으로 잘 조직되어 있느냐의 여부 그

리고 정치활동을 여하히 개하느냐 여부에 의해 좌우되며 규제 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이들 이익집단의 역학 계에 의해 좌우된다.77) 이 게 보면 공공선택이론

은 규제제도를 私益追求의 결과라고 보는 사익이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78) 

공공선택이론은 정치시장에서도 자발  선택을 증가시키고 地代追求

(rent-seeker)79)를 좌 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공법의 역에서도 계약이라는 법형

73) 공법이론에서의 공공선택이론적 경향은 미국의 Virginia 학파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한
다. Susan Rose-Ackerman, “Progressive Law and Economics--And the New 
Administrative Law”, 98 Yale Law Journal 341 (1988), p.342. 초기 공공선택이론과 
관련된 법학적 논의에서 Virginia Law Review의 350쪽 짜리 특별호가 큰 기여를 했
다. 74 Virginia Law Review 167 (1988), pp.167-518. 참조. 

74) Patrick McAuslan, op. cit., p.685에서 재인용
75) Ibid., p.686에서 재인용한 Buchanan의 글.
76) Ibid., p.688 참조.
77) 자세한 것은 졸고, “미국행정법에서의 규제법규해석과 규제재량통제” (서울대학교 법

학박사 학위논문, 1992), 97-99면 참조.
78) Mike Feintuck, op. cit., p.8.
79) 지대추구행위란 인위적으로 생성되는 이전소득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대추구자들은 독점적 특혜를 따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나 그 궁극목적은 경
쟁하지 않고 이익을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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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강조하게 되며 화폐가치로 계산될 수 있는 효율성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 하에서는 행정통제에 있어 사법심사보다는 감사원이나 정부의 국가사

업평가가 더 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통 인 공법  가치인 공정성이나 공개

성 그리고 공공참여의 가치는 다소간 등한시될 가능성이 높다.80) 

공익 단을 경제가치화 하는 이러한 공공선택이론은 공익개념을 價値不在의 

개념으로 화시키고 공익을 계량의 상으로 만들 뿐 아니라 결국은 기득세력

의 이익을 지키는 논리를 지지함으로써81) Held가 말하는 우세공익이론의 형

인 모습을 나타낸다. 

(2) 費用-便益分析(Cost-Benefit Analysis)의 효용과 함정

공익 단과 련하여 미 공리주의의 기술  측면이 가장 드러나는 것이 공

법 역에 도입된 비용-편익분석이다. 이 비용-편익분석은 우리 행정규제기본법에

도 도입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비용과 편익을 比 衡量하여 정책 단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공리주의  계량주의의 형을 보인다. 

비용-편익분석은 원래 공공경제학에서 사용하던 분석방법으로서 어떤 로젝트

의 가치에 한 시장  평가방법이 없을 때 그것의 경제  효율성 내지 타당성

을 단하기 하여 사용되어 온 것이다.82) 이 방법은 정책결정자가 한정된 산 

등의 사유로 몇가지 로젝트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성격이 각각 다

른 로젝트들의 경제  효율성을 비교하기 해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 이

르러서는 법제나 정책의 입안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실제  필요에 바탕해 발 해 온 유용한 분석틀이지만, 

Bentham의 공리론에 쏟아지는 비 과 유사한 비 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비용-

편익분석에 해서는 수많은 비 과 문제제기가 있으나 가장 기본 인 문제  

지 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로, 비용-편익분석의 제가 되는 가정인 완 고용  소비자주권 그리고 

재의 가격체제  소득분배체제의 지속 등은 실과 맞지 않다.83)

둘째로, 비용과 편익의 정확한 확인을 하기 어렵다. 특히 어떤 로젝트 는 

80) Patrick McAuslan, op. cit., pp.697-670.
81) Ibid., pp.9-13
82) Bruce D. Fisher, “Controlling Government Regulation: Cost-Benefit Analysis Before 

and After the Cotton-Dust Case”, 36 Administrative Law Review 179 (1984), p.182.
83)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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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2차, 3차  효과를 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84)

셋째로, 모든 비용요소와 편익요소가 확인되더라도 그것을 수량화하는 것은 더

욱 어렵다. 많은 가치들이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게 되어 실질 으로 무시될 

수 있다.  수량화에 한 객 인 기 도 없다.85)

넷째로, 수량화된 비용-편익이 제 로 계산되었다 하더라도 정부 로그램이 다

년간 시행되는 경우 이것을 재가치로 할인하여 환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계

산에 있어서 할인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문제가 요하다. 이 문제는 소득

그룹 간 그리고 장래세 를 포함한 세 간 비용-편익의 바로미터로 작용하는 문

제이지만 이에 한 객 인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86) 

Ⅵ. 英美에서의 行政法的 問題로서의 公益

1. 序論

제Ⅱ장에서 다룬 미에서의 공익개념이 주로 철학  논의라고 한다면 제Ⅲ장

은 공익개념과 련된 제 이슈를 정치학, 경제학, 법학 등 사회과학의 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상의 철학, 정치학, 경제학, 일반법

학의 에서 다룬 공익론의 연장선상에서 공익개념이 미에서 행정법  문제

로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을 살펴보기로 한다.

공익개념이 행정법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은 공익을 규범  차원에서 

이해하는 철학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그 반 의 철학  입장에서도 도출가능하

다. Dworkin은 공익문제를 원칙(Principle)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Policy)의 문제

로 보고 있으나87) 이런 입장에서라도 공익은 행정법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

하면 “행정법은 본질 으로 공공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가에 한 

이론  탐구”라고 보는88) 미  행정법 이해에서는 정책의 문제 역시 본질 인 

84) Michael S. Baram, “Cost-Benefit Analysis: An Inadequate Basis for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Regulatory Decisionmaking”, 8 Ecology Law Quarterly 473(1980), 
pp.482-483.

85) Bruce D, Fisher, op. cit., p.183 참조.
86) Michael S. Baram, op. cit., pp.486-487.
87) John Bell, “Public Interest: Policy or Principle”, in Law and the Public Interest edited 

by Roger Brownsword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1993),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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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방임  사상 하에서는 공익은 행정법  문제로 두되기 어렵다. 

미의 역사가 말해 주듯이 자유방임시 에는 공익개념만이 아니라 행정법 개념

도 매우 희미하 다.89) 공익이 행정법의 문제로 등장하 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

과정의 역할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公益의 機能과 公益의 行政法問題化

이상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행정국가와 행정과정의 등장으로 인하여 행정법  

문제로 부상한 공익의 문제는 그 기능과 련하여 법문제화의 방향이 결정지어

진다고 본다. 

공익의 기능에 한 견해는 공익 그 자체에 한 견해 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

다. Mike Feintuck은 공익의 기능을 정당화기능(Legitimation Function), 論爭場으

로서의 기능(Function as Contested Arena) 그리고 민주주의 사기능(Democracy 

Serving Function)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90) 이에 반해 John Bell은 공익의 기

능을 정당화(Justification, Qualification) 기능, 외부  논 (External Argument)으

로서의 기능, 그리고 배제(Exclusion)기능91)으로 나 고 있다.92) Bell의 

Qualification기능은 Feintuck의 Legitimation기능과 거의 같은 것이고, Bell의 외부

 논 으로서의 기능은 사안의 내재  이슈(issue)와의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하

는 것이므로 기본 으로 Feintuck의 논쟁장으로서의 기능과 동소이하다. 

Feintuck은 공익의 기능을 자기 나름의 에서 개하고 있지만93) 그의 공익

기능 구분론은 행정법  에서 해석하면, 정당화기능은 주로 규제기 으로서

의 공익과 련되어 나타나고, 논쟁장으로서의 기능94)은 공익과 련된 갈등을 

88) C.S. Diver, “Policy-making Paradigms in Administrative Law”, 95 Harvard Law 
Review 393, (1981), p.393.

89) Cass R. Sunstein, op. cit., pp.17-18 참조.
90) Mike Feintuck, op. cit., pp.28-29.
91) Bell에 의하면 배제기능이란 어떤 이슈가 현재의 토론에 적절하지 않고 예컨대 국회의 

논의에 더 적절하다고 배제해 버리는 것과 같은 기능을 말한다고 한다. John Bell, op. 
cit., p.31.

92) Id.
93) 그의 공익론에서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세공익관과 공동이익으로서의 공익관으로부터 

야기되는 민주주의적 가치의 약화를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가치를 지키는 규
범적 공익관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ike Feintuck, op. cit., pp.29-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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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토론  熟議(Deliberation)를 통해 차 으로 해결하는 것과 련되며 

민주주의 사기능은 정책 등이 민주주의  가치에 합한가를 테스트하고 우세

이익의 횡포를 견제하는 기능, 곧 일종의 항  기능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Feintuck이 특별히 강조 을 두어 역설하는 기능은 민주주의 사기능으로서 공

공선택이론 등 우세공익론  견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익 단에 항하여 민주  

가치를 수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95)

그러면 이러한 공익의 기능으로부터 여하히 공익의 행정법 문제화의 방향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 기본 으로 공익의 법문제화가 자유방임주의나 다원주

의이론96)97)과는 친하지 않는 것이어서, 공익의 행정법문제화는 국의 Mike 

Feintuck 그리고 미국의 Cass R. Sunstein 등 공화주의  통에 서있는 행정법학

자들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이하 주로 그들의 견해를 심으로 이 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98)

첫째로, 공익은 규제정당화사유  정부활동의 근거로서 기능하는데 이와 련

된 공익 단이 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당하게 입법, 사법  행정  통제가 이

루어져야 하며 행정기 의 한 응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실 통 으로 본

질 인 행정법 문제의 하나이다.

둘째로, Feintuck의 논쟁장으로서의 기능개념이 시사하듯이 공익 단을 둘러싼 

논의의 장에서 소수자의 견해가 반 되도록 하고 공동선을 도출하기 한 숙의

94) 공익개념이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견해차를 가려주는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데 이것 역시 넓은 범주에서 논쟁장으로서의 기능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다. 
Willard D. Rowland Jr., “The Meaning of ‘The Public Interest’ in Communication 
Policy, PartⅠ: Its Origins in State and Federal Regulation”, 2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309, (1997), p.315 참조.

95) Mike Feintuck, op. cit., pp.29-31.
96) 다원주의이론은, 사회는 개인들의 결속체인 집단들로 구성된 다원체이고 정치현상이란 

집단들간의 힘의 현상으로서 국가정책은 집단들 간의 타협과 협상의 산물로 본다. 이 
이론은 공공선택이론에 이르러 정치과정을 시장과 연계시키게 되는데, 결국 효율의 
관점에서 정치적 결정을 행정기관에 위임하게 된다. Mark Seidenfeld, A Civic 
Republican Justification for the Bureaucratic State, 105 Harvard Law Review 1511, 
(1992), pp.1513-1514, 1520ff 참조.

97) 다원주의의 공익관은 우세공익이론과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하여 공익을 私的 價値
의 集積으로 정의한다. Ibid., p.1533. 참조

98) 시민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에 있어서 공법의 핵심적 주제는 ‘공익’이다. Mark 
Seidenfeld는 Harvard Law Review에 기고한 그의 유명한 논문 A Civic Republican 
Justification for the Bureaucratic State에서 거의 모든 항목에 걸쳐 공익에 관련된 기
술을 하고 있다. Ibid., Ch.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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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능하게 하는 차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로, 공공선택이론 등 공익 단을 사실상 시장원리에 맡기는 견해는 결국 

강자의 논리로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권의 가치를 반 하지 못하므로 그에 

입각한 공익 단 방식( 컨  비용-편익분석 그리고 계약에 의한 행정의 지배, 

사법심사의 약화 등)에 한계를 지어주어야 한다. 

넷째로, 공익 단에 있어서의 가치공백의 문제를 해결할 가치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 단에 있어서 규범론  가치체계를 수립하기 하여 행정법의 해석

원리(Interpretative Principles)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3. 民共和主義99) 의 公益觀과 基本立場

공법 는 행정법문제로서의 공익에 가장 큰 심을 기울이는 공법학자들은 

시민공화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에 있어서 ‘공익’은 행정법의 존재의의

라 할 수 있다. 공법학에 있어서 시민공화주의의 경향은 일 이 1980년 부터 

미공법학계100)에서 뚜렷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101) 헌법학과 행정법학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여, ‘정부에 의해 주어진 

가치로부터의 개인  자유’ 그리고 ‘ 련 정치공동체에서의 가치를 집단 으로 정

의할 자유’를 동시에 신장시키려고 노력한다.102) 그들에게 있어서 공익은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에 가장 최선의 것에 한 사회  합의(social consensus 

about what is best for the community as a community)’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103)

그리고 정부는 공익에 한 합의를 실 하여야 하며 그 합의는 사회  약자를 

99) 시민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는 미국 헌법 해석을 둘러싼 자유주의 전통과 공화
주의 전통을 함께 수용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자유공화주의(Liberal Republicanism)
의 반열에 선다고 할 수 있으나 자유공화주의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Robin L. West, “Taking Freedom Seriously”, 104 Harvard Law Review 43, (1990), 
pp.60-62 참조.

100) Feintuck에 의하면 시민공화주의의 전통은 다원주의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반이 강한 
영국보다는 미국에서 더 확고하다고 한다. Mike Feintuck, op. cit., p.92.

101) 시민공화주의의 입장에 선 대표적인 학자들은 Michael J. Perry, Bruce A. Ackerman, 
Frank I. Michelman, Cass R. Sunstein, 등이다. Mark Seidenfeld, op. cit.,., p.1514 
note10 참조.

102) Ibid., p.1528.
103) Ibid., pp.152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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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다양한 가치를 가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숙의(deliberation)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104) 그리고 그 숙의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 계가 

공동선을 향하여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다.105) 기본 으로 시민공화주

의의 공익 은 Held의 공익  분류 에서는 루소의 공익 과 유사하다. 

이러한 시민공화주의자들의 공익 에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유덕한 시민이라는 

제가 깔려있고 그들에 의한 도덕  선택이라는 제가 있으므로 규범 인 요

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의 공익 이 가지는 민주주의  가치

의 경시나 가치부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합의가 반드시 장래

세 의 이익까지도 반 하는  공공선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해서

는 안심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神的 질서가 아닌 인간의 질

서에서 次善으로 선택할 수 있는 首肯 可能한 공익 이 아닌가 한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공익 단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의견과 가치를 숙의과정

을 통해 검토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므로106) 그동안 자유주의나 다원주의

에 의해 향받은 행정법의 모델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시민공화주의  입

장에 서있는 표 인 미의 행정법학자인 Cass R. Sunstein107)에 있어서 시민

공화주의  입장에서의 핵심  기 는 정치  숙의(Political Deliberation)와 정치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에 있다.108) 

4. 規制正當化事由  政府活動의 근거로서의 公益의 문제 

미법에 있어서 공익개념은 普通法(Common Law)의 원칙으로 출발하 지만 

104) 여기에서 시민공화주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와 관계를 맺게 된다. 
숙의민주주의 자체는 반드시 시민공화주의와만 연결되는 개념은 아니고 다양한 정치
이론적 입장과 연결이 가능하다. Amy Gutmann & Dennis Thompson, Why 
Deliberative Democracy(Princeton &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p.26-27 참조.

105) Ibid., p.1529.
106) Ibid., p.1514.
107) 그의 공화주의적 입장이 잘 드러나 있는 대표적인 문헌으로 Cass R. Sunstein, 

“Beyond the Republican Revival”, 97 Yale Law Journal 1539, (1988) 참조. Sunstein은 
이 논문에서 자신의 입장을 자유공화주의(Liberal Republicanism)로 표현하고 있다. 
Ibid., 1566ff. 그의 이와같은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화주의는 일반적으로 시민공
화주의로 이해된다. Steven G. Gey, “The Unfortunate Revival of Civic 
Republicanism”, 141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801(1993), p.838 참조 

108) Mike Feintuck, op. cit., p.203; Cass R. Sunstein, op. cit., (주65),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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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부터 행정과정의 등장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 원회 활동의 제정법  근거

로서 보편 으로 자리잡게 되었다.109) 제정법상 해석의 기  는 해석 상으로

서의 공익개념은 공익의 정당화기능과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정법상

의 공익개념은 그 모호성으로 인해 가치선택에 있어서 우선순 를 정하는 문제

나 간목표의 설정이나 수단의 선택 등과 같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당화되어

야 할 여러 가지 문제 들을 가지게 된다.110)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과 련하여 

행정기 에 주어진 재량과 법해석의 여지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하는 것이 

요한 법  문제가 된다. 

시민공화주의  에서 이 문제는 궁극 으로 가치선택의 문제이다. 따라서 

시민공화주의  원리 즉,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가치선택의 숙의과정에 충분히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여 공공선을 지향

하는 공익 단을 할 수 있도록 하 는가하는 이 재량통제111)의 핵심이다.

따라서 司法審査의 은 가치 단 자체의 당부가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의 평

가112) 곧 행정기 이 법령해석을 숙의  방식으로 하 는가 그리하여 행정기

이 그 해석과 련한 모든 요한 논평들에 해 의미있는 반응을 보 는가113) 

하는데 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하여 컨 , 법원은 행정기 이 의미있는 被

規制 의 의견을 무시하 기 때문에 행정기 이 련된 과학  데이터를 공개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조치를 법한 것으로 단한다든가 는 행정기 이 

입장을 바꾼 경우에는 추가 인 논평(Comment)의 차를 허용하도록 한다든가라

는 식의 응을 할 필요가 있다.114) 

한, 입법부는 행정기 의 가치선택에 하여 사후  통제의 수단을 강구하여

야 할 것이며 통령 등 정치  책임성을 가진 기 이 독립규제 원회에 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편, 시민공화주의의 입장에서는 價値盲目의 공익기 을 규정하는 경우도 문

109) Cass R. Sunstein, op. cit., (주65), pp.17-18 참조.
110) John Bell, op. cit., p.32 참조.
111) 재량통제에 대한 사법심사의 측면에서 미국보다는 영국이 더 큰 문제라고 한다. 영국

은 전통적으로 개인권 위주의 보통법 전통을 가지고 있고 사법심사제도가 미국처럼 
잘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전통적으로 영국 사법부는 소극적입장이다. Mike 
Feintuck, op. cit., pp.68-70

112) Mark Seidenfeld, op. cit., p.1547.
113) Ibid., pp.1548-1549.
114) Ibid., p.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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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지만 지나치게 세 화된 공익기 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세 화된 공익기

은 오히려 종합 인 공익 단에 장애가 되며 편 한 범 의 가치 단으로 공익

단을 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컨 , 국의 Food Standard 

Agency(FSA)의 경우, 그들의 임무로 소비자이익의 보호를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식품산업의 이익도 공익 단에 있어서 무시되어서는 안 될 시민권 차원

의 이익이라는 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115) 

5. 民共和主義的 公益具現과 節次法의 改革

시민공화주의는 기본 으로 공공의사결정과정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

여 의견을 제시하고 공공선을 하여 자기의 견해를 바꾸고 합의하여 공익 단

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이상 으로 생각한다. 물론 타 과 상도 이 과정에서 배

제되는 것은 아니다.116) 

어 든 시민공화주의는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이 공공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이상 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합당한 공익 단을 하여 행정기

의 공개성을 증진시켜야 하고 당 주의를 극복하고 참여 차를 강화하여야 한

다117)고 본다. 이러한 공개성의 증진과 참여 차의 강화는 Feintuck이 말하는 공

익의 논쟁장으로서의 기능과 깊은 련이 있다. 립되는 가치와 견해들을 조정

하기 해 시민공화주의는 참여와 숙의를 통한 공익 단118)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다. 시민공화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숙의과정에서 존재하는 견해 립은 단순

한 선호의 차이가 아니라 이성  단의 차이로 간주되므로119) 公共善을 하여 

토론과 숙의를 통하여 견해차가 해소될 수 있다.120)

그러므로 시민공화주의는 법 용이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보다 강화된 참여

115) Mike Feintuck, op. cit., p.76, 109 참조.
116) Mark Seidenfeld, op. cit., p.1532.
117) Stephen G. Breyer, Richard B. Stewart, Cass R. Sunstein, Matthew L. Spitzer,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Problems, Text, and Cases, (New York: 
Aspen Publishers, 2002) p.168 참조

118) Mike Feintuck op. cit., p.196 참조.
119) John Bell, op. cit., pp.29-30 참조. 이점에서 시민공화주의자의 공익관은 John Bell이 

상정하고 있는 공익관과 유사하다.
120) 이것이 다원주의의 공익판단과 시민공화주의의 공익판단이 다른 점이다. 시민공화주

의에서의 공익판단에서도 타협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공공
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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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구상한다. 이러한 강화된 참여와 숙의를 한 제도로서 미국의 경우, 參

補償制121) 등 참여자에 한 재정지원제도122)나 被規制 와 규제기 의 합의

에 의하여 규제내용을 정하는 상에 의한 규칙제정(Negotiated Rulemaking)123) 

는 행정분쟁해결법(Administrative Dispute Rsolution Act) 상의 각종 ADR제

도124)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차참여제도의 강화는 多元主義的 입장에서도 요한 의미가 있기 때

문에 지 까지 진행된 참여제도의 강화가 반드시 시민공화주의의 이상에 부합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시민공화주의의 입장에서는 더욱 강화된 차참여제도

를 필요로 한다. 미국의 경우 Public Involvement라고 지칭되는 참여제도125)가 다

양하게 발 하고 있으며 국의 경우에는 (Public) Consultation이라는 개념 하에 

참여제도가 발 하고 있다.126) 미에서의 이러한 제도발 들이 시민공화주의  

주장과 무 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 시민공화주의의 입장에서는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를 지향한

다. 컨  상에 의한 규칙제정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공화주의  

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기는 하지만127) 만장일치

에 의한 상안을 정책결정의 근거로 삼는다.128) 그러나 상에 의한 규칙제정

차는 시민공화주의의 이상에 완 히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다. 

121) 이 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해 Carl Tobias, “Reviving Participant Compensation”, 22 
Connecticut Law Review 505, (1990), pp.506-510 참조.

122) Richard J. Pierce, Jr., Sidney A. Shapiro, Paul R. Verkuil, Administrative Law and 
Process, (New York: Foundation Press, 2004), pp.179-181참조.

123) Stephen G. Breyer, Richard B. Stewart, Cass R. Sunstein, Matthew L. Spitzer, op. 
cit., pp.737-742; Alfred C. Aman, Jr. & William T. Mayton, Administrative Law, (St. 
Paul, Minn: West Group, 2001), pp.46-48 참조.

124) Alfred C. Aman, Jr. & William T. Mayton, op. cit., pp.277-278 참조
125) 특히 도로건설 등의 행정영역에서 이 기법은 보편화된 것이다. Public Involvement에

서 참여자에는 다양한 인종, 소수자, 저소득자, 장애인 등이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
는데, 전통적인 행정절차와는 지향점이 다르다. Howard/Stein-Hudson Associates, Inc. 
& Parsons Brinckerhoff Quade and Douglas, Public Involvement Techniques for 
Transportation Decision Making,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2002), pp.3-17.

126) Mike Feintuck, op. cit., p.170 참조.
127)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의 경우 협상에 참여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이다. 그

러나 공화주의는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의견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중시한다. 

128) Alfred C. Aman Jr. & Willaiam T. Mayton, op. cit.,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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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화주의의 이상에 합한 차는 행정기 과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서 토론과 숙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되, 좁은 범 의 법  이해 계를 가진 

자만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그 公共事案에 의견을 가진 사람

들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하여 차참여자에 한 보상 등의 배려가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은 원칙 으로 만장일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多元主義的 公益觀에 한 응과 New Governance하에서의 公益

具現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공선택이론 등 다원주의  세계 에 따른 제도설

계는 사법심사의 약화와 국정평가기능의 부상, 행정활동에서의 계약형식의 부각, 

정치  행정과정의 경제가치화, 비용-편익분석의 활용과 강자의 지배와 다수결

주의 그리고 이익집단의 이익표출활동에 의한 정책결정 등과 직 , 간 으로 

련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들은 공익 단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가치를 침해하고129) 

경제 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공익 단에서 배제하며130), 법치주의의 기

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수자 배려를 등한시 한 결과, 사회갈등을 속화

할 우려가 있는 등 많은 문제 을 야기한다.

시민공화주의의 입장에서는, 이에 응하기 해 행정기 의 가치평가에 한 

통제를 가할 수 있도록 사법심사의 을 재정립하여야 하고131),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  방법론에 의한 공익 단에 한 비  한계설정이 있어야 하며132), 

이익집단활동에 한 한 견제  다수결의 횡포를 방지할 제도의 모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것이다. Cass R. Sunstein과 Mike Feintuck은 바로 이러한 

129) Mike Feintuck, op. cit., p.47 참조.
130) Bernard Schwartz의 다음과 같은 언명에 이러한 위험이 잘 표현되어 있다. “비용-편익

분석은 가격이 없는 절차적 권리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것인가?(Does 
cost-benefit analysis make PRICELESS procedural rights WORTHLESS?)” Bernard 
Schwartz, Cost-Benefit Analysis in Administrative Law: Does It Make Priceless 
Procedural Rights Worthless?, 37 Administrative Law Review 1,(1985), pp.13-14.

131) Supra. Ⅳ.4. 참조.
132) Bernard Schwartz, Administrative Law, (Boston/Toronto/London: Little Brown and 

Company,1991), pp.391-393, 참조. Schwartz 교수는 비용-편익분석을 Bentham적 공리
주의의 산물로 분명히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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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가치를 행정법의 해석  용에 반 하기 하여 행정법의 해석에 있

어서 가치를 지도할 행정법의 해석원리(Interpretative Principle133))의 援用을 주장

하고 있다.134)

오늘날 미를 포함한 서구국가의 공익 개념에 요한 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정부개 과 新公共管理論  민간참여와 민 partnership에 의한 New 

Governance의 등장이다.

20세기 후반 서구 복지국가를 강타한 공공재정의 구조  기는 국의 웨스

터민스터 개 으로 표되는 정부개 을 발하 고 이것은 미국 클린턴 정부의 

정부개 의 구호 던 “Reinventing Government”로 연결된다.135) 그리고 이에 이

르러서는, 기야 공공문제에 한 정부의 역할은 매 (catalytic) 역할로 정의

되기에 이른다.136) 

그런데 이러한 신공공 리론  념 하에서는 심지어 종래 정부의 공익추구활

동조차도 私的 團體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 장려되는 것이어서 공공부문에서 정

부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교회,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민간부문의 주체들이 

공익수행자로 등장하게 되고 Governance는 재정의된다.137) 그런데 이러한 민간부

문의 공익수행자 즉, 제3섹터의 행 자138)에 의한 공익추구활동이 법 차, 합

리성, 형평성, 책임성 등의 민주주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이 문

제이다.139) 이러한 제3섹터에 의한 공익활동은 정부와 제3섹터 행 자 사이의 계

약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보통이다.140)

133) Interpretative Principle는 Feintuck의 용어이고 Sunstein은 Interpretive Princip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Mike Feintuck, op. cit., p.160; Cass R. Sunstein, op. cit., (주
65), p.147

134) Mike Feintuck, op. cit., pp.192-194
135) 홍준형,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공무원인사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

37권 제1호,(1999), 95면 참조.
136) David Osborne & Ted Gaebler, Reinventing Government,(New York: Penguin Books 

USA INC., 1992), 25ff.
137) Ibid., p.26 참조.
138) 제3섹터란 私的으로 소유되고 운영되지만 공공 및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들로 형성되는 영역을 말한다. Ibid., p.44.
139) Jody Freeman, “Extending Public Law Norms Through Privatization”, 116 Harvard 

Law Review 1285, (2003), pp.1301-1310 참조.
140) Daniel Guttman, “Public Purpose and Private Service: The Twentieth Century Culture 

of Contracting Out and The Evolving Law of Diffused Sovereignty”, 52 Administrative 
Law Review 859, (2000), p.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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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민간참여를 통하여 민간의 의견이 범 하

게 수렴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부문의 표와 행정기 의 표로 구성된 합

의체에 의한 공공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여 Governance에 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는 민간의 공익수행자가 일으키는 Governance의 

변화와 다소간 그 의미가 다르다. 민간이 정부와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에 이른다

는 것은 직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의미로서 의제민주주의원칙과 충돌할 가

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역시 행정의 정치  책임  법  책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141) 

이처럼 민간의 력에 의한 공공 리와 민간의 참여에 의한 공공의사결정은 

법치주의와 공공책임성을 비롯한 민주주의  가치  의제민주주의의 가치와

의 충돌이 문제시되므로 공익 단의 통 인 구조에 심각한 향을 미친다. 

미 행정법학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에 해 활발한 토론이 개되고 있으며142) 

이 문제에 한 해답을 해 공법과 사법의 峻別基準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의

도 개되고 있다143), 이에 해 UCLA의 Freeman교수는 기본 으로 공법규범을 

제3섹터에 연장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44) 

다만, 시민공화주의의 입장에서는 신공공 리론에 의한 력  행정에 해서

는 다원주의의 이 반 될 수 있으므로 경계의 상으로 하고 이에 응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참여에 의한 공공의사결

정은 기본 으로 시민공화주의의 지향  의 하나이므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145) 정 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할 것이다. 

141) 그러나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례는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에 따른 합의가 행정기관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충돌을 회피하고 있다. USA Group 
Loan Services, Inc. vs. Riley 82 F.3d 708 (7th Cir,1996). 

142) Supra. 주 139, 주140, Infra. 주143에 인용된 문헌 참조.
143) Jody Freeman, Private Parties, “Public Functions and the New Administrative Law”, 

52 Administrative Law Review 813, (2000), p.855 참조.
144) Jody Freeman, op. cit., (주139), pp.1314-1340 참조.
145) 현재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합의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

므로 합의의 결과는 다시 notice and comment의 절차를 거쳐 행정청의 결정으로서 구
속력을 가질 뿐이라고 한다. 주 141의 연방항소법원 판례 참조.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직접민주주의적 참여와 대의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는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게 된다. 
Alfred C. Aman Jr. & William T. Mayton, op. cit., p.299 참조. 그러나 시민공화주의
의 입장에서 이것으로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합의의 법
적 효력을 인정하면서 다른 방어기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인지는 논란거리라고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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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公益判斷의 價値體系로서의 行政法의 解釋原理 

시민공화주의의 입장에 서는 학자들은 공익 단의 규범  가치체계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규범  가치체계의 존재야 말로 다원주의 공익 의 價

値不在 상을 극복하는 원천이 됨을 인정한다.146) 그런데 행정법과 같은 실정법

체계에서 그러한 규범  가치체계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

의 해결과 련하여 Mike Feintuck은 Cass R. Sunstein의 제정법의 해석원리

(Interpretive Principles)에 주목한다.147) Sunstein은 규제국가의 법해석이 결국 

가치 단의 문제에 귀결한다는 을 인정하면서148) 그러한 가치 단의 문제를 

법 의 恣意에 맡기지 않도록 하기 한 방안으로 규제행정법규의 해석원리를 

제시하고 있다.149) Sunstein의 법해석원리는 결국 법해석에 있어서의 가치 단의 

기 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마치 私法에서 계약의 해석의 배경이 

되는 黙示的 條件(implied term)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150)

Sunstein교수는 종래의 행정법의 해석원리의 분류법을 분석하고 그 분류법이 

결국 보통법과 제정법 그리고 제정법 상호간의 긴장 계의 해결에 일차 인 

심을 둔 것에 불과한 것이고, 헌법  가치나 오늘날의 규제국가의 실에서의 제

도  고려가 부족하다는 을 지 한다.151) 이 지 은 종래의 행정법해석원리에 

공동체  가치체계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unstein에 따르면 오늘날의 규제국가  상황 하에서 행정법의 해석원리의 분

류법은 첫째, 헌법  價値定向, 둘째, 국가제도  고려, 셋째, 규제실패 는 입법

실패에 한 응으로서의 고려여야 한다고 한다. 그가 제시한 행정법의 해석원

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152)

146) Mike Feintuck, op. cit., pp.52-57 
147) Ibid., p.203.
148) Sunstein은 법해석에 있어서의 본문(text)분석과 Context분석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

고 결국은 법해석은 본문외(extratext)의 정당화관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 본문외분석은 본질적으로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Cass R. Sunstein, 
“Interpreting Statutes in the Regulatory State”, 103 Harvard Law Review 405, (1989), 
pp.415-451; Cass R. Sunstein, op. cit., (주65), pp.157-158.

149) Cass R. Sunstein, op. cit., (주148: Interpreting Statutes in the Regulatory State), 
pp.451-462

150) Ibid., p.453.
151) Ibid., pp.462-464
152) Cass R. Sunstein, op. cit., (주65),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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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憲法的 原理

연방주의 원리, 정치  숙의(Political Deliberation)의 원리: 나라한 이익표출

활동에 한 헌법  反感, 합헌  해석의 원리, 책임성의 원리, 법의 지배의 원

리, 사회  약자그룹의 보호, 재산권  계약상의 권리, 청문권, 사회복지권

(2) 制度的 慮

특별지출법규의 축소해석, 사법심사에 정 인 가정, 묵시  과세면제의 배제, 

묵시  폐지의 반 가정, 행정재량에 한 존 , 입법역사에 한 주의 깊은 

근, 先例와 先立法 역사에 한 존

(3) 立法失敗에 한 응

정치  책임성의 제고, 이익집단활동의 고려, 규제체제의 일 성과 내  일치

성의 제고, 化된 규정(Statutory Obsolescence)의 원리, 차 합성에 한 좁은 

해석의 원리, 규제의 구조  효과의 고려, 불합리와 부정의의 배제, 비례성의 요

구, 사소한 것의 외의 인정, 사회  약자그룹의 보호, 비시장  가치의 보호, 

이익단체의 향의 최소화(Narrow Construction of Statutes Embodying 

Interest-Group Transfers). 

Sunstein의 행정법해석원리의 목록은 시민공화주의자의 공익 을 반 한 것으

로서 법해석에 있어서 거가 될 一應의 가치체계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 , 그것은 공익 단에서의 규범  가치요소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Sunstein은 이러한 해석원리들 상호간의 우선순 와 조화에 해서도 언 하고 

있다. 기본 으로 해석원리들의 분류법은 엄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헌법  

가치가 시 되어야 할 것이고 첩  고려를 우선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다.153) 그리고 해석원리 상호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

다고 한다.154) 공화주의의 본질  지향 이 사회구성원 간의 조화와 공동선의 추

구라는 을 감안하면 행정법의 해석원리 상호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은 시민

공화주의자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153) Ibid., pp.186-188.
154) Ibid., pp.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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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結論: 韓國 行政法學에 한 示唆點

공익에 한 학문  논의는 자칫 思辨的 論究의 상으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

나 공익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에 한 단이나 인식을 여하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의 법 , 정치 , 사회  문제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

는 문제에 한 가치와 철학 그리고 정치  사회에 한 이해가 반 되는 매우 

실 인 문제이다. 

그런데, 미와 우리의 실이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

라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지는 상은 미국에서 일어난 행정상의 변화

를 닮아가고 있는 이 많이 있다.

미국 이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규제완화,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의 

“Reinventing Government”155)로 인한 新公共管理制度가 가져오는 행정변 의 상

황은 우리나라에서 그 로 재연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어도 방향과 목

표를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본다. 한 공공선택이론 등 다원주의  사고

와 신자유주의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는 을 부인할 

수 없다. 제도 으로도 이미 비용-편익분석이 우리 실정법에 도입되어 있다.

요컨  Bentham의 공리주의  공익 에서 출발한 미의 주류 공익론이 가져

온 여러가지 문제가 이미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우리의 문제라는 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Bentham류의 공리주의  공익 이 매우 실 이고 실용 인 공익에 

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그것은 곧 강자의 논리이거나,  선

진국이나 기업 등 주도  경제주체의 논리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와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민주주의  요구에 히 응하지 못할 뿐 아니

라, 오늘의 우리 사회의 실  문제인 양극화와 사회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해결하여야 할 요한 문제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은 간단한 주제가 아니지만, 어도 우리 사회가 극심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으

며 경제  양극화, 정치  양극화 등이 큰 국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

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공익 은 어도 우세공익

155) Mike Feintuck, op. cit., p.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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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입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다고 하여 이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 단

순한 일원론  개념에 입각한 규범  단을 공익 단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본

다.

筆 는 여기에 미의 시민공화주의의 공익 에 주목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다. 우리의 문제상황이 미의 문제상황과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Mike 

Feintuck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우리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156) 공익개념을 

더 이상 경제  논리에 휘둘리도록 내용없는 공허한 개념으로 방치할 수도 없고,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공동체  가치체계를 실종시키는 상황을 연출하도록 

버려둘 수도 없다. 

공익이 어느 정도 항상성을 가진 하나의 가치개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하고, 그를 통하여 다원주의  사회운 이 가져올 수 있는 가치공백이나 가치

도의 상황을 다스려야 하며, 한 참여와 숙의의 과정을 통해, 공론에 의해 공

익이 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제에 서서 필자는 미의 시민공화주의자들로부터 우리 행정법학이 

나가야 할 방향에 하여 시사받을 이 지 않다고 본다.

즉,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실  문제 으로 등장하고 있는 신공공 리론과 공

공선택이론 등 다원주의 이론이 상정하는 공익결정이 가져올, 공법체계에서의 가

치 단의 혼란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가치의 기 상황에 응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 행정법학의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1) 시민공화주의  가치체계로서의 행정법의 해석원리를 우리 상황에 

맞게 원칙화하고 그것을 법해석의 묵시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2) 참여와 숙의

의 공론의 장을 통한 공공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차법을 변 하며, (3) 

사법심사의  역시 내용  단 주에서부터 선회하여 숙의와 사회  공론

의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하자를 검하도록 하고157) (4) 민 트 십에 의한 

156) Ibid., p.253.
157) 새만금사건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판결)은 새

만금 관련 이슈에 대한 내용적 판단을 직접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사법심사
의 본질적 한계에 묶여서 공공의사결정이 최소한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느냐에 대한 판단
이었을 뿐 어떠한 공익판단이 우리 사회에 가장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일 수는 없
었다. 이 사건 판결이 가진 한계상황의 노정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공익판단에 있어서 
사법심사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졸고, “공
공갈등의 사법적 해결: 의미와 한계”, 공공갈등해결과 사회  합의형성(갈등예방과 해결
을 위한 정책포럼 제2회 정례포럼 Proceedings, 2006), pp.141-1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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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Governance에 응하여 공법의 용 역을 조심스럽게 확 해 나가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공익, 우세공익론, 시민공화주의, 숙의, 공공의사결정, 법해석원리, 미공

익론, 신공공 리, 행정법의 패러다임 변화, 신자유주의, 공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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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glo-American Concept of Public Interest and Its 
Legal Argumentation: Paradigm Shift and Confrontation of 

Administrative Law

Yoo-Hwan Kim*

1) 
Like other value concepts of mankind, public interest has shown a broad 

range of argumentations. However, when we focus on the ruling ideas of public 
interest in our society, we recognize that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ffected by that of Anglo-Americans.

For this reason, the Anglo-American concept of public interest is an important 
issue not only in the U.K. and the U.S.A. but also in our country. Traditionally, 
Benthamite's interest theories of public interest have been dominant in 
Anglo-American societies even though there has been criticism from the common 
interest theorists, emergent interest theorists and the unitary interest theorists, the 
ruling ideas of public interest in the Anglo-American world have been generated by 
Benthamite's utilitarian perspectives. Recently, these ideas have greatly influenced 
the paradigm shift of public management and public law concepts in the U.K., the 
U.S.A. and our country. For instance, the Government of R.O.K. shares in the 
values and methodologies of the deregulatory agenda of Reagan era, Clinton's 
attempt to ‘reinvent government’ and Bush's return to deregulatory agenda.

However, these modern forms of Benthamite utilitarianism have been 
condemned as serving only the dominant interest groups in society due to the 
absence of identifiable normative content which can defend or advance 
fundamental democratic values such as citizenship, political deliberation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Because of this absence, it has been hard to resolve social 
conflicts and bipolarization, which are all very urgent and constant problems.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should not adopt the preponderance theories of 

* Professor of Law,  Ewha Woma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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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terest. Unitary conceptions of public interest may not be appropriate as 
well in a pluralistic society like ours. Instead, we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the meaningfulness of the civic republican concept of public interest in 
Anglo-American learned circles. Even though our civil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U. K. and the U.S.A., the 
perspective of Anglo-American civic republican scholars regarding the 
problematics of public interest is very similar to ours. For example, Professor 
Mike Feintuck in the U.K. commented, “the ‘public interest’ is no longer an 
empty vessel, or an aspect of spoils to be claimed by society's dominant groups, 
nor is too fluid or susceptible to change but instead reflects constant value of 
equality of citizenship within a democratic political community.” 

Under the above-mentioned premise, I want to suggest some of the ideas from 
the civic republican scholars in the U.S.A. and the U.K. for the required 
paradigm shift of our administrative law model. 

Firstly, we have to establish interpretive principles to be applied to our 
administrative circumstances as the core values of our legal system. The 
interpretive principles will be used as implied terms in interpreting statutes. 

Secondly, we need to transform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o induce 
public decision-making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n resolving 
conflicting public issues. 

Thirdly, we should shift the focus of judicial review from reviewing content 
values to reviewing legitimacy of decision-making process in order to confirm 
adequate deliberative process and input of relevant public opinion in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Fourthly, we must cautiously try to expand the sphere of administrative law to 
the public activities in the third sector in response to the New Governance 
associated with private partnership in the public management and public 
decision-making. 

Key words: Public Interest, Preponderance Theory, Civic Republicanism, 
Deliberation, Public Decision-making, Interpretive Principles, New 
Governance, Anglo-American Concept, The New Public Management, 
Benthamite Utilitarianism, Paradigm Shift of Administrative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