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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법에 있어서의 공익〉

프랑스 行政法上 公益槪念*

1)

朴 均 省**

I. 머리말 

공익이 법 개념인가 정책  개념인가에 하여는 논란이 있지만, 공익이 행정

법의 기  개념이라는 데 하여 이견이 없다. 따라서, 행정법안에서의 공익개념

에 해서 탐구하는 것은 행정법이론의 보다 깊은 연구를 해서 요긴한 일이

다.1) 공익개념에 한 심도있는 연구가 이미 행해졌지만,2) 행정법의 발상지인 

랑스 행정법상의 공익개념에 한 소개는 거의 없었다.

행정법의 발생지인 랑스에서 사법과 구별되는 독자 인 법인 공법으로서 행

정법이 성립하게 된 것에 공익개념의 향이 지 하 다. 한, 공익개념은 행정

법의 주요개념  행정법의 특수성의 궁극  기 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에 비

추어 랑스법상의 공익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랑스 행정법을 제 로 이해하

기 한 제조건이다. 우리나라의 행정법도 랑스 행정법과 같이 사법과 구별

되는 공법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공익의 개념을 제 로 정립하는 것이 우리나

라 행정법의 바람직한 정립에 매우 요하다.

랑스에서는 직역하면 공익이라고 번역되는 intéret public라는 용어보다는 일

반이익이라고 직역될 수 있는 intéret général이라는 개념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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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최송화, 법치행정과 공익, 박영사, 150면. 
 2) 최송화, “행정법상 공익개념의 전개와 의의”, 헌법학이론(우제 이명구 박사 화갑

기념논문집), 1996; “공익개념의 법문제화: 행정법적 문제로서의 공익”, 서울  법학, 
제40권 제2호, 1999; “판례에 있어서의 공익”, 행정 례연구 VI, 2001; 서원우, “행정
법에서의 공익개념”, 행정학의 제문제(청계 박문옥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신천사, 
1986.

 3) 일반이익이라는 용어보다 공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문헌으로는 GEO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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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이익과 공익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  견

해이다.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 견해에 의하면 일반이익은 국가  

차원에서의 일반이익이고, 공익은 지방  공익(intéret public local)도 포함하는 것

으로 본다. 지방자치가 인정되지 않고 앙집권행정이 행해지던 때에는 국가  

차원의 일반이익만이 존재하 지만,4)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로는 지방  공익 

는 일반이익도 인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연 에 비추어 일반이익과 공익을 구별

하기도 하지만, 양자 사이에 근본 인 성질상의 차이는 없으며 그 기능도 차이가 

없으므로 양 개념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일반  견해이다. 이 에서도 일반이익

과 공익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일반이익이라는 개념의 역사  

특수성에 비추어 랑스 행정법상의 공익 개념을 제 로 소개하기 해서는 일

반이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에서는 

일반이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일반이익에 립되는 이익은 특별이익 는 개별이익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 

intéret particulier이다. 공익(intéret public)에 립되는 용어는 사익이라고 직역될 

수 있는 intéret privé이다. intéret particulier와 intéret privé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에서는 intéret particulier와 intéret privé를 모두 사익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Ⅱ. 一般利益槪念의 成立

일반이익 사상은 18세기에 형성되었다. 일반이익 사상은 그 때까지 사회생활의 

궁극목 이었던 공공선(bien commun)이라는 개념을 차 체하면서 형성되었다.5) 

공공선은 16세기 말까지 정치에 있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다. 인간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한다고 는 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 다. 그리고, 개인은 

그 자체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 고 항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되었다. 개인

VEDEL, PIERRE DELVOLVE, Droit administratif,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7, p.516 et s.; Jean Rivéro, Jean Waline, Droit administratif, DALLOZ, 
2004, p.2 et s. 

 4) 과거에 일반이익은 국가의 이익이라고 보았다. 국가만이 일반이익을 정하고 집행하여
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국가이외의 다른 공법인이 공익을 추구한다면 이는 일반이익
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았다.

 5) CONSEIL D'ETAT, L'intéret général, Rapport public 1999,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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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공공선은 집단을 이루는 개인 체의 선이다. 공공선은 인간의 열정에 근거한 

것이고, 도덕 이고 종교 인 의미가 강한 개념이다.6) 공공선은 도덕규범이고, 

종교  명령이며 정치원칙이다. 공공선은 통치자의 행 의 정당화사유가 되고, 

피치자의 복종의무의 근거가 되었다. 한, 공공선은 통치자의 권력을 한계지우

는 기능을 가졌다. 통치자의 권력은 그가 공공선의 증진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에

서 나오므로 통치자가 그 임무를 게을리 하면 개인은 통치자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18세기 부터 이익(intéret)이 세계를 지배하며 인간행동의 유일한 동

기가 된다는 사상이 형성되었다. 이익은 단순히 경제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

며 인간의 열망 체를 의미한다. 다만, 이익은 열망과 달리 동원할 수 있는 수

단에 한 계산과 고려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성(raison)의 시 가 도래하 다. 인간은 합리 인 존재로서 평화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고, 평화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을 찿을 수 있는 능력을 갖

고 있기 때문에 그의 개인  이익의 만족보다는 공동의 이익(일반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랑스 명이후 왕정이 폐지되고 민주주의가 도래하 다. 민주주의에서 법률

은 국민(nation)의 일반의사(volonté générale)의 표 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그의 

구성원인 특정 개인을 월하는 하나이며 불가분의 사회  실체이다. 이러한 

주권자인 국민은 공동체 체의 일반이익을 추구한다. 

일반이익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는 일반이

익을 실 하기 하여 권력을 부여받았다. 시민이 국가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국

가권력이 일반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일반이익개념은 국가의 

존재와 한 련을 갖고 있다. 

Ⅲ. 一般利益槪念의 定義 

일반이익에 하여는 두 념이 존재한다. 공리주의 (utilitariste) 념과 의지

 6) 공공선은 기독교의 가치에 의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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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인(volontariste) 념이다.

1. 功利主義的 一般利益觀念

이 견해는 일반이익을 개인의 사익의 산술  총합, 달리 말하면 최 다수의 최

의 행복으로 본다. 

일반이익은 각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기 인 이익을 충족시키기 하여 

활동하도록 하면 달성되는 것으로 본다. 사회 계의 진정한 조정자는 사회계약이 

아니라 시장(marché)이다. 개인의 이익이 증 되면 사회 체의 이익인 일반이익

이 증 된다. 각 개인은 자신의 활동이 공동체 구성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모르지만 사회 체의 이익에 기여한다.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사  활동의 정상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축소된다. 국가는 내외  안 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공공시설을 유지하는 임무

만을 가진다. 
그런데, 공리주의  일반이익 개념에는 두 문제가 있다. 하나는 부의 불평등과 

기회의 불균등(inégalité des chances)이고, 다른 하나는 이익의 총합을 산출하기 

한 정보의 수집이 어렵다는 것이다.7) 

2. 의지주의  일반이익 념

일반이익은 개인의 사익을 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이익은 국민의 이익

이며 각 개인의 이익의 총합은 아니다. 국민은 개인의 단순한 집합은 아니다. 국

민은 시민의 집합이며 불가분의 것이다. 일반이익은 개인의 이익을 월하는 이

익이다.

의지주의  일반이익 개념은 장-자크 루소의 사상에 기 를 두고 있다. 루소는 

자연상태에서 이익의 조화는 없고 오히려 사익이 상호 립된다고 본다. 이익이 

상호 립되므로 개인도 립된다. 따라서, 사회질서를 하여 사회계약을 맺게 

된다. 루소는 정의와 필요(utilité)를 동일하게 보고자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

는 것이 일반이익이다. 정의로운 정부의 창설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utile) 것이

라고 본다. 일반이익은 국가의 이성(raison)이라고 본다. 개인이 민주  토론과정

에서 일반이익에의 합치를 승인하지 않은 법규에는 종속될 수 없다. 따라서, 일

 7) CONSEIL D'ETAT, op. cit,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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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익은 사회의 계약  표의 심에 있다.8)

일반이익을 일반의사의 표 으로 본다. 일반의사는 국민의 의사이고, 국민을 

구성하는 것은 시민인데, 시민은 자신의 개인 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시민은 민주  의사결정과정에서 법률안이 개인

의 의사에 합치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이익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의사는 단순한 다수의 의사는 아니다. 한, 일반의

사는 국가(Etat)의 의사도 아니다.

3. 랑스에서의 일반이익의 정의 

랑스 행정법에서는 통 으로 의지주의  일반이익 념이 채택되고 있다.

(1) 일반이익개념의 특성과 정의의 어려움 

랑스 행정법상 일반이익은 매우 모호하고 복잡한 개념이며 학자들은 일반이

익에 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그 내용  기능 등을 논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이익을 정의내릴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지 않다.9)

일부 학자는 일반이익을 순수하게 이데올로기 인 구성으로 보거나10) 이데올

로기  성격의 개념으로 본다.11)

일반이익의 단에서 가치의 조정을 거친다는 에서 일반이익은 상 인 개

념이다. 한, 일반이익개념의 불명확성은 의도 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시

의 열망과 필요에 따라 일반이익의 개념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를 

하여는 일반이익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 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반이익

의 개념은 그 내용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일반이익 개념은 

 개념이 아니라 일정시 의 구체 인 상황속에서 단되는 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공익개념 자체가 달라진다기보다는 오히려 공익의 내용이 시 , 사회형태, 심

리  요건, 기술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2)

 8) Ibid., p.258.
 9) PIERRE-LAURENT FRIER,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Montchrestien, 2004, p.174.
10) J. Chevallier, “Réflextions sur l'idéologie de l'intéret général”, in CURAPP, Variations 

autour de l'idéologie de l'intéret général(Vol. I), PUF, 1978.
11) PIERRE-LAURENT FRIER, op. cit., p.174.
12) Jean Rivéro, Jean Waline, op. cit.,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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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익 는 공익의 개념을 다룬 교과서는 많지 않다. 비교  자세히 이를 

다루고 있는 랑스의 표 인 두 고 교과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델․델볼베 교수는 다음과 같이 공익을 정의한다. 정치  의미의 공익개념과 

법률  의미의 공익 개념을 구별한다. 정치  의미의 공익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공익은 사익의 총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그 다고 하더라도 공익이 

다른 한편으로 국민(nation)을 구성하는 개인 는 단체의 이익과 무 한 것도 아

니다. 공익은 개인 는 단체의 이익과 본질상 구별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익 

사이의 조정(arbitrage)의 결과이다. 이 조정은 두 기 에 의해 행해진다. 첫째, 收

用에서처럼 공익은 가장 많은 그룹의 이익을 말한다. 둘째, 극빈한 환자에 한 

의료지원에서와 같이 인간의 생명은 시민 모두의  이익보다 우월한 가치

를 갖는다. 법  의미에서의 공익개념에 하여는 그 정의를 내리거나 그 단기

을 논함이 없이 공익의 결정권자를 논하고 있다.13)

리베로･왈린 교수는 공익은 행정의 목 으로서 사익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본

다. 다만, 공익은 공동체의 구성원과 구별되는 실체로 여겨지는 공동체 자체의 

이익이 아니라 인간필요의 체(un ensemble de nécessités humaines)라고 본다.14) 

공익의 필요에는 계층이 있다고 본다. 질서 등과 같은 공익은 그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독 에 속하며 사인에게 탁될 수 없고, 교육, 생, 사회보장과 

같은 공익은 행정뿐만 아니라 행정과 동일 기능을 하는 사  활동에 의해 달성

될 수 있다고 본다.15)

(2) 一般利益의 決定  

통  념에 의하면 일반이익은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국가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해 활동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히 어떠한 국가기 이 

일반이익을 결정하는가?

일반이익이 헌법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1946년 헌법 문은 건강과 가정

의 보호 등이 일반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이익은 기본 으로 입법자에 의해 정해지며 례에 의해 단된다. 입법자

는 일반이익 그 자체를 행정목 으로 정하기도 하지만, 일반이익을 보다 구체화

13) GEORGES VEDEL, PIERRE DELVOLVE, op. cit., p.516 et s. 
14) Jean Rivéro, Jean Waline, op. cit., p.2.
15) Ibid., pp.3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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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공익목 (공공질서, 환경의 보호 등)을 행정목 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사익 상호간의 조정을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월하는 일반이

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갖는다.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하여는 행정기 이 법률의 범 내에서 일반이익

을 결정한다. 행정기 은 일반이익의 단에 있어 재량 내지 단여지를 갖지만, 

그 단이 자의 이거나 권한의 일탈･남용이 되면 아니 된다. 

(3) 類似槪念과의 區別 

일반이익과 공법인의 이익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공법인의 財政上 利益은 원칙

상 일반이익이 아니다.16) 

집단이익(intéret collectif)이라는 개념이 일반이익 는 공익과 동일한 개념으

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일반이익은 국가의 집단이익

이지만, 집단이익에는 사법상 단체의 개별이익 는 사익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일반이익과 공익을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는 은 술한 바와 같다. 공공필요

라는 용어를 일반이익과 동의어로 보기도 하지만, 공공필요는 수용의 정당화사유

로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일반이익이 구체화된 간공익목 개념이 많다. 공공질서, 환경보호, 문화재보

호, 지역개발, 건강의 보호, 교육 등이 그것이다. 일반이익이 구체화된 개념이 있

는 경우에는 이 구체화된 개념이 우선 용된다.

공공질서(ordre public)는 선량한 질서(bon ordre), 안 (sureté, sécurité), 공

생(salubrité publique)를 포함한다.17) 공 의 도덕의식(moralité)을 공공질서로 볼 

것인가에 하여는 학설상 논란이 있다. 례가 공 의 도덕의식을 공공질서로 

극 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례 에는 공 의 도덕의식에 한 침해

를 고려하여 코뮌에서 화의 상연을 제한하는 조치를 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

고,18)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 에 한 제한을 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

다.19) 오늘날 경제 인 면( , 매 단속)  미 인 면( , 유 의 보호)도 공공질

16) CONSEIL D'ETAT, op. cit., pp.370-371. 
17) Codes générale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제2212-2조. 
18) 국가기관에 의해 상영허가를 받은 영화를 경찰권자인 시장이 코뮌에서의 공공질서의 

유지를 이유로 상영금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다(CE Sect. 18 décembre 
1959, Société les Films Lutetia et Syndicats français des producteurs et exportateurs de 
films, p.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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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포함된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20) 이에 하여 미 의 유지가 공공질서에 포

함되는지에 하여 논란이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21)

이들 구체화된 일반이익 개념은 상호 상이하며 상호 립되기도 한다.22) 가장 

표 인 가 국토개발이익과 환경보존이익이다.

(4) 公共必要(utilité publique)

공공필요라는 용어를 일반이익과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공공필요개념을 

수용의 정당화사유로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공공수용은 공공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공공필요는 일반이익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공공수용의 정당화사유로서 독자

으로 발 되고 있다. 오늘날 공공필요는 수용을 필요로 하는 일반이익(공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  다른 일반이익(공익) 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단된다. 

공공필요의 개념은 례에 있어서 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이해되었는데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차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그 단기 은 강화되었다.

1) 一般利益의 擴大․强化

례는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일반이익을 차 확 하여 갔다. 기에 공

공필요는 공물(domaine public)의 구성과 공토목공사(travaux publics)를 실 하기 

한 공공시설(도로, 교량과 같은 기간시설)의 건설만을 하여 인정되었다. 19세

기말부터는 공역무(service public)의 사상이 공공시설의 건설을 신하여 수용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공역무(교육, 생, 문화, 교통, 수도 

등)의 운 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이 법하게 행하여지게 되었다. 그런

데, 국가직무의 확 와 국가의 개입방식의 다양화로 공역무 개념은 공역무보다 덜 

엄격한 개념인 일반이익(intéret général)이라는 개념에 의해 체되었다. 이에 따라 

19) CE Ass. 27 octobre 1995, Ville de Morsang-sur-Orge, p.272 ; CE Ass. 27 octobre 
1995, Ville d'Aix-en-Provence, Req. n 143578(꼬뮌 디스코텍에서 행하고자 한 난장이
를 쏘아올리는(lancer de nain) 공연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공공질서 
위반을 이유로 이 공연을 금지시킨 경찰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20) GEORGES VEDEL, PIERRE DELVOLVE, op. cit., p.31.
21) CONSEIL D'ETAT, pp.294-295.
22) Ibid., 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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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익의 달성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필요가 인정되게 되었다.23)

한, 어떠한 사업이 직 으로 일반이익을 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이익

과 일정한 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었다. 를 들

면, 도청의 사무총장을 한 주택의 확보를 한 토지의 취득에 공공필요가 인정

되었다.

한,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질 인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오래 동안 

수용은 특정의 개별 인 성격의 사업을 해서만 인정되었었다. 그러나, 1953년 

이래로 주택의 건설이나 도시계획과 련하여 집단 인 사업을 한 수용이 인

정되게 되었다. 1953년의 토지법은 주택건설  지역개발을 한 수용을 인정하

다.

장래의 공용사용을 한 토지의 취득도 그것이 공공필요성을 갖는 경우에는 

수용의 상이 되었다. 이러한 가능성은 1967년 12월 30일의 토지정책법률(loi 
d'orientation foncière)에 의해 명문으로 인정되었다. 도시계획법  법률 제221-1조

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법  법률 제221-1조는 국가 는 지방자치

단체가 도시권의 확장, 자연공간의 정비, 신도시의 개발, 도시재개발  마을의 

정비를 비하기 해 토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의 방법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 수용은 행정주체 즉 공공단체를 하여서만 행하여지지 않고 公私混合

業 는 일정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사기업을 하여도 인정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일반이익과 사익의 구분이 불분명해졌다. 일반이익과 사익이 양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순수하게 사 인 이익의 달성을 

통하여 공익이 충족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를 들면, 도로의 건설이 

자동차회사에게 직 이고 확실한 이익을 주는 경우에 그 도로의 건설은 교통

의 필요와 함께 지역경제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발 의 요구를 충족시키

게 되어 일반이익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게 되었다.24) 오늘날에는 국가 는 지

역의 경제  이익도 수용을 정당화하는 일반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한, 일반이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사인에게 양도하기 한 수용도 가

능하다. 를 들면, 소유자가 문화재를 잘 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 문

23) C. Debbasch, J. Bourdon, J. Pontier, J.-C. Ricci, Droit administratif des biens, puf, 
1994., pp.202-204 ; FRANCK MODERNE, op. cit., pp.288-289.

24) C.E. 20 juillet 1971, Ville de Sochaux, ADJA, 1972. 227, note A.Ham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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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잘 리할 수 있는 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반

이익의 담보를 한 일정한 조건이 부과된다. 

그러나,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이익만으로는 수용의 공공필요가 있

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일반이익의 달성이 수용의 주된 는 결정 인 이유이고, 

재정상 이익이 일반이익과 함께 부수 으로(acessoirement) 추구되는 경우에는 공

공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25) 를 들면,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

설의 건설로 개발이익을 받을 인근부동산소유자의 부동산을 수용하여 개발 후 

이를 매각함으로써 재정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존

재한다.26) 한, 이 법률은 공익사업의 효율 인 수행을 하여 공익사업에 필요

한 토지에 한정하지 않고, 당해 토지를 포함하여 구역(zone) 체를 수용하는 구

역수용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2) 利益-不利益 衡量理論(La théorie du bilan)

과거에 랑스 행정법원은 수용의 공공필요를 단함에 있어서 수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자체로써 공공필요를 실 하는가만을 심사하여 단하 고, 수용

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의 형량을 하지 않았다. 한, 례는 공익사업의 구체

인 내용, 특히 수용할 토지의 선택 자체에 한 심사를 거부하 다.27) 공익사

업의 구체 인 내용에 한 것은 행정기 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합목 성의 

문제에 불과하며 법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 인 례의 태도이

었다. 다만, 권한의 남용을 단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구체 인 내용이 심사될 

수 있다고 보았다.28)

그러나, 수용을 통하여 달성되는 일반이익이 있는 반면에 수용으로 인하여 침

해되는 일반이익과 사익이 있으므로 수용으로 침해되는 일반이익과 사익을 아울

러 고려하여야 한다는 념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원은 사

업이 그 자체로써 공공필요성을 갖는가에 의해서 수용의 법성을 심사하는 종

25) C.E. 11 janv. 1957, Louvard, Rec. p.27. ; C.E. 20 juillet 1971, Ville de Sochaux, 
ADJA, 1972. 227, note A.Hamont

26) 1918년 11월 6일 법률.
27) 예를 들면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수용의 경우에 법원은 고속도로의 건설 자체가 공

공필요가 있는 것인지만을 심사하는데 그치고, 노선의 선택에 관한 심사를 거부하였
다(C.E. 30 juin 1961, Groupement de défense des riverains de la route de l'intérieur, 
Rec. 452 ; D. 1961. 663, concl. kahn, note josse ; A.J. 1961. 646, concl. Kahn).

28) C.E. 4 mars 1964, Dame Vve Borderie, Rec.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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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을 변경하여 수용의 공공필요성의 단에 있어서 이익-불이익의 형량

(balance des avantages et des inconvénients) 이론을 채택하기에 이르 다. 이익-

불이익의 형량이론이라 함은 공공필요성을 단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으로 인

한 일반이익과 공익사업으로 인해 침해되는 일반이익과 사익을 이익형량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최 로 채택한 례는 <VILLE NOUVELLE EST>사건이다.29)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이익과 불이익의 형량이론을 채택하 다 : “어떤 

사업은 그 사업이 가져오는 재산권에의 침해, 재정  비용  사회 인 불이익이 

그 사업으로 인한 이익과 비교하여 지나치지(excessif) 않은 경우에만 공공필요성

이 있다고 선언될 수 있다”. 

사업의 재정  비용이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경제  비용을 말한다. 재정

 비용이 고려되는 경우에 재정  비용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사업의 공공필

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 재정  비용은 사업주체에 따라 상 인 것이 된다. 일

정 비용이 도 는 도시에서는 지나치게 크지 않은 비용이지만, 재정이 빈약한 

기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나친 것이 될 수 있다. 

사업의 사회  비용이란 사업으로 인한 오염의 발생, 생활환경의 침해 그리고 

자연환경･ 문화재의 괴와 같은 공공의 이익에 한 침해를 말한다. 한 다른 

한편으로 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날에는 국가 는 지역의 경제  이익도 수

용을 정당화하는 일반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 후 Sainte-Marie de l'Assomption 결30)에서는 사업으로 인한 불이익에 다

른 일반이익에 한 침해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 다. 이 사건에서 사업으로 인

하여 립되는 이익은 일반이익과 사익만이 아니었고, 오히려 교통의 이익과 국

29) C.E. 28 mai 1971, Ministre de l'Equipement et du Logement c. Fedération de Defense 
des Personnes concernés par le Projet actuellement dénommé <Ville Nouvelle Est>, 
Rec. 409, concl. Braibant, D. 1972. 194, note Lemasurier ; R.D.P. 1972. 454, note 
Waline ; A.J. 1971. 404 et 463, chr. Labetoulle et Cabanes et concl. Braibant ; Rev. 
Ad.. 1971. 422, concl. Braibant ; C.J.E.G. 1972. J. 38, note Virole. 다만, 이 사건에서 
“계획전체의 중요성에 비추어 약 100개의 주택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사업의 공공필
요성을 배제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당해 사업의 공공필요성을 인정하였
다.

30) C.E. 20 octobre 1972, Rec. 657, concl. Morisot ; R.D.P. 1973. 843, concl. M orisot ; 
A.J. 1972. 576, chr. Cabanes et Leger ; J.C.P. 1973. II, 17470, note B. Odent ; 
C.J.E.G. 1973.J.60, note Vi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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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건강의 이익이라는 두 일반이익이 더 크게 립되고 있었다.31)

이익-불이익 형량이론은 사기업의 근로자의 해고에 한 승인의 법성 통제

에도 용된다.32)

이익-불이익 형량이론은 법성통제에서 나아가 합목 성도 통제하는 것이라는 

비 도 제기되고 있다. 

Ⅳ. 一般利益槪念의 機能 

랑스에서 일반이익은 행정법의 알 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다.33) 오늘날 일

반이익개념의 요성이 감소하고, 그 존재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일

반이익은 여 히 행정법의 기 이며 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견해이다.34) 

1. 행정작용의 正當化事由  行政統制機能

(1) 행정작용의 정당화사유

일반이익은 행정작용의 정당화사유이다. 행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지는데, 
법령의 기 가 되는 것은 일반이익이다. 행정은 일반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통상 구체화된 일반이익목 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행정은 이 구

체화된 일반이익을 목 으로 행정을 행한다. 

일반이익목 이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권은 일반이익목 을 

해서만 행사될 수 있고 사익목 을 해서는 행사될 수 없다. 

일반이익은 기본권  권익 제한의 근거가 되고 있다. 물론 권익의 제한에는 

원칙상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재량행 에서 공익을 이유로 허가 등 

수익  행 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법령의 근거없이 공익을 이유로 행정결

31) 이와 같이 일반이익간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행정내부에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이 사업에 대하여 국민건강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지 못했고, 재판의 진행중에도 국민건강장관은 이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2) C.E. 5 mai 1976, S.A.F.E.R. d'Auvergne, JCP, 1976.2.18429, note MACHELON.
33) Jean-Marie PONTIER, L'intéret général existe-t-il encore ?, D 1998, chron., p.327.
3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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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변경 는 철회할 수 있다. 일반이익은 이 경우 법령의 불비를 보충하는 기

능을 함께 수행한다.35)

행정계약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 행정권은 일방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

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행정통제기능

일반이익은 행정권에 의한 권익 제한의 한계가 되며 행정통제의 기능을 한다. 

행정기 은 일반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한 경우 권한남용

(détournement de pouvoir)의 법이 된다. 행정작용의 일반이익에 한 종속은 

권력의 민주  정당성, 법의 지배  법원의 통제에 의해 보장된다. 법원은 행정

권 행사목 의 일반이익목 에의 합치여부를 통제한다. 

통상 일반이익은 입법자가 결정하고, 행정기 은 입법자가 정한 구체 인 일반

이익목 에 따라 행정권을 행사한다. 입법자가 정한 구체 인 일반이익목 은 질

서유지, 국토의 균형발 , 환경보호, 문화재보호 등 매우 다양하다. 입법자가 구

체 인 일반이익목 을 명시 으로 정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행정기 은 일반

이익 그 자체에 거하여 활동한다. 

행정권이 부여된 목 을 반하여 다른 공익목 을 하여 당해 행정권을 행

사하는 것도 법하다. 를 들면, 법  근거없이 복권허가를 함에 있어 자선목

의 공법인에의 기부를 조건으로 할 수 없다.36) 

일반이익개념은 행정에 한 재  통제의 기 으로서 두 가지 장 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첫째, 일반이익은 행정통제의 최종 이고 일반 인 기

이 된다. 둘째, 일반이익개념의 유연성은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행정법이 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37)

2. 행정법의 基礎 

일반이익은 사법과 구별되는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의 기 가 된다. 일반이익은 

공권력(puissance publique)의 기 가 되며 행정의 특권과 특별한 부담의 정당화

사유가 된다. 

35) CONSEIL D'ETAT, op. cit., p.365.
36) C.E. 31 janv. 1908, Dame de Romagere, S., 1908.3.153, note Hauriou.
37) CONSEIL D'ETAT, op. cit., 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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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존재와 독립한 행정법원의 존재는 랑스  일반이익 개념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일반이익은 사법에 의해 충분하게 보장될 수 없다. 그리고 행정기

은 일반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특권을 가지며 특별한 의무를 부담한다. 행정

기 과 시민 사이의 불평등한 계는 일반이익의 보호라는 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일반이익은 공법과 사법의 구분기 으로서는 크게 주장되고 있지는 않다. 한 

때 마르셀 왈린느 교수가 공법의 직  기 로 일반이익을 제시한 이 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다만, 일반이익은 행정법의 기 가 되며 공법과 사

법의 구별기 이 되는 두 개념인 공권력과 공역무의 기 가 되고 있다. 랑스에

는 행정법을 공권력에 한 법으로 보는 툴루즈학 (창시자는 모리스 오류)와 행

정법을 공역무에 한 법으로 보는 보르도학 (창시자는 옹 듀기)가 립하고 

있다. 오늘날 이 두 주장의 하나가 으로 지배하는 것은 아니며 오늘의 행정

법은 공권력과 공역무 두 개념 모두 행정법의 요 기 개념이 되고 있다. 

일반이익은 입법  례에 의한 공법 형성의 원천이 되고 있다. 입법자와 법

원은38) 공익에 기 하여 행정법을 형성해 가고 있다. 

3. 行政法上 根本槪念의 基礎

행정법상 여러 주요 개념의 형성에 있어 일반이익이 주된 요소가 되고 있다. 

즉, 공권력, 공역무(service public), 공물(domaine public) 등의 개념에 있어 일반

이익이라는 개념이 한 요소로 원용되고 있고, 일반이익은 이들 개념의 존재이유

가 되고 있다.

(1) 일반이익과 公權力(la puissance publique) 

공권력은 행정권의 특권과 특별한 부담을 총칭하는 법제도이다. 그 공권력의 

근거는 공익이다. 행정권의 특권으로는 일방  결정권, 수용권, 집행권 등이 있

고, 특별한 부담으로는 특별한 국가배상책임, 행정권 행사의 공익목  기속성 등

이 있다.

38) 프랑스의 경우 판례는 법을 창조하며 행정법의 기본적 법원이다(박균성, “프랑스 행정
법의 법원에 관한 소고”, 심천 계희열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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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이익과 公役務 

공역무는 일반이익목 을 갖는 활동이다. 국민의 기 인 필요의 충족이라는 

일반이익을 충족하기 하여 공역무가 발 하 다. 공  임무가 아니면 공역무가 

아니다. 일반이익 는 공익은 공역무의 한 개념요소이다. 공역무 개념의 확  

는 발 은 일반이익 개념의 확  는 발 에 연유한다. 

일반이익개념의 확 와 련하여 사회  일반이익(intéret public social)과 경제

상 일반이익(intéret public économique)의 등장을 언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일반이익이라 함은 개인의 존재조건의 보호와 개선을 한 이익을 말한다. 경제

상 일반이익이라 함은 가격통제, 수출입의 발   방향, 직업 는 시장의 조직, 
석유제품의 소비제한 등에 한 일반이익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분야에

의 개입에 하여 행정법원은 다음의 두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사  부분의 결

여(carence)와 주민의 객 인 지역  필요의 존재에 의해 지역  일반이익

(intéret général local)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사원은 1966년 이래 행정의 재정상 이익을 일반이익으로 보고 있다.39) 

례는 일반이익의 보장(주민의 기존 인 필요의 계속 이고, 평등하고 가능한 

한 가장 응된 충족)을 근거로 공역무의 계속성, 평등  변경가능성(mutabilité)

의 원칙을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공역무는  더 사법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역무는 행정법의 

구별기 으로서는 더 이상 인 기 은 아니다. 

유럽법의 등장은 공역무에도 큰 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의 개방과 경쟁의 원

칙이 공역무에도 원칙상 용된다. 다만, 시장의 개방  경쟁과 공역무에서의 

일반이익성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일반이익과 公物(domaine public) 

공물의 기 에 일반이익개념이 참조되고 있다. 공  사용에 실 으로 충당

(affectation)된 물건, 는 공역무의 운 을 해 정비의 상이 되는 물건이 공

물에 해당한다.40) 

한 공물에 한 양도불가능성(inalienabilité), 불가침성(imprescriptibilité) 등 특

39) CE 25 mars 1966, Ville de Royan et Societe anonyme de Royan et sieur Couzinet, 
p.237.

40) CE Ass. 22 avril 1960, Berthier,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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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공법  규율은 공물의 일반이익목 에의 제공에서 그 근거를 찿을 수 있다.

1930년   이후 공물의 경제  운 도 일반이익목 의 목록에 포함되었다.41) 

4. 行政法의 特殊性의 근거 

일반이익 개념은 행정법의 공법으로서의 사법에 한 특수성의 근본 인 근거

가 되고 있다. 

(1) 一方的 行爲의 특수성과 일반이익

일방  행 는 행정작용  가장 표 인 행 형식인데42), 그 특수성의 기

에는 일반이익개념이 있다. 일방 인 행정기 의 결정에 의해 상 방인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행 인 일방  행 는 공권력의 가장 강력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일방  행 에는 선  특권(privilège du préalable), 강제집행 차, 

기결력(autorité de chose decidée) 등 특권  효력이 부여되는데 그 정당화사유는 

일반이익이다. 일방  행 와 련하여 행정기 에는 특권에 응하여 특별한 부

담도 부과된다. 즉, 행정권은 법  사실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법규명령

을 개정 는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  사실상황이 

변화하여 명령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을 변경할 의무를 지

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경거부행 는 법하게 된다.43) 

집행부정지 원칙(principe de l'effet non suspensif)도 불필요하게 행정작용을 마

비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이익에 기 를 두고 있다. 한, 집행정지가 심히 일

반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44) 반면에 집행정지신

청인이 환경의 이익, 소비자의 이익과 같은 일반이익의 보호를 집행정지의 정당화

사유의 하나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이익은 집행정지요건의 하나는 아니지

만, 집행정지결정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견해이다.45)

한, 입법상 일반이익을 고려하여 집행정지가 의무화된 경우도 있다. 우선 자

41) CONSEIL D'ETAT op. cit., p.276.
42) 일방적 행위는 우리나라에서의 행정행위와 법규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일방적 

법적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43) C.E. Section, 10 janvier 1930, Despujol, p.30 ; CE Ass. 3 fevrier 1989, Compagnie 

Alitalia, p.44.
44) C.E. ASS. 13 fevrier 1976, Association de sauvegarde du quartier Notre Dame, p.100. 
45) CONSEIL D'ETAT op. cit., 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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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보호에 한 1976년 7월 10일 법률 제2조는 환경 향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환경 향평가없이 개발사업허가를 한 경우에 당해 허가에 한 집행정지신청이 

있으면 집행정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공공조사(enquete 

publique)46)의 민주화에 한 1983년 7월 12일의 법률은 조사 원의 의견과 달리 

환경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건설허가가 내려진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

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어도 집행정지가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行政契約의 특수성과 일반이익

행정계약의 당사자인 행정에게 일정한 특권이 부여되는데, 그 근거는 일반이익

에 있다. 행정권은 일반이익상 필요한 경우 계약을 변경하고, 계약 상 방의 부

담을 가 시키거나 계약을 일방 으로 해지할 권한을 갖는다. 

(3) 國家賠償責任과 일반이익

국가배상책임이 유명한 블랑코 결에 의해 인정되었는데, 일반이익을 보호하는 

민사상 배상책임과 다른 특수한 배상책임으로 성립되었다. 특히 랑스의 경우 

임무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분야(교도행정, 소방행정, 경찰행정, 일정한 

조세 는 의료행정)에서의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는 과실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 다. 다만, 차 피해자의 구제를 확 하는 쪽으로 발 하 다. 를 들면, 의

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경과실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례가 변경되었다.47)

(4) 법원칙에 한 외사유

평등원칙의 용에 있어 동일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도 일반이익상 필요한 경

우에는 다른 법  규율이 행해질 수 있다. 다만, 평등의 원칙에 한 용에 있

어서는 우선 동일한 상항에 있는지 다른 상황에 있는지를 먼  검토하고, 다른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다른 취 을 할 수 있고, 동일한 상황에 있는 

경우라고 보여지는 경우에 일반이익이 2차 으로 외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

다.48) 를 들면, 공역무의 요 을 동일한 상태에 있는 이용자에 해서 이용자

의 수입수 이나 소속 가정의 가족의 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은 일반이익상 필

46) 박균성, 랑스의 행정참여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3.9. 참조. 
47) C.E. Ass. 10 avril 1992, p.171, conclusions Legal.
48) CONSEIL D'ETAT op. cit., pp.2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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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으로 평등원칙 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49) 

공익은 재량 칙 용의 외사유이기도 하다. 재량 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되어야 한다. 재량 칙이 법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

량 칙에 따른 처분은 법하고 재량 칙에 따르지 않은 처분은 법하다. 여기

에서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개별 사안의 특별한 사정 는 공익상의 필요를 

말한다. 즉, 개별 사안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량

칙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50) 

다만, 이러한 일반이익을 이유로 한 법원칙에 한 외는 극히 엄격히 인정된다.

Ⅴ. 現代에서의 一般利益槪念의 再檢討 

1. 일반이익에 한 批判 

오늘날 국가의 정당성이 도 을 받고 있고, 일반이익의 실 에 있어서의 국가

의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통 인 일반이익개념에 한 비 이 거세지고 

있다. 

(1) 막시스트 등의 批判 

막시스트 는 막시즘의 향을 받은 자는 계 는 계 의 립이 있는 

사회에서는 일반이익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실제에 있어 일반이익은 결국 국

가의 이익이고, 한 국가에서 권력을 잡은 사회계 의 사  이익이라고 비 한다. 

막시스트는 국가는 부르조아라는 사회계 의 기구라고 보고, 부르조아는 롤

타리아 등 다른 계 에 한 지배를 해 국가를 이용한다고 본다. 국가에 사

하는 료조직은 자신의 동업  이익을 옹호할 뿐이라고 본다. 

국가가 한 사회계 의 표 에 불과하다면 사회 체의 이익이라는 의미의 일

반이익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공익이라는 개념은 국가권력의 행사

를 정당화하기 해 만들어진 이데올로기  개념이라고 비 한다.51) 

49) C.E. Sect. 29 decembre 1997, Commune de Gennevilliers, Conclusions de J.-H. Stahl, 
AJDA 1998, p.539. 이 사례는 음악학교의 수강료의 차등화에 관한 것이다. 

50) 프랑스 행정법상의 재량준칙에 관하여는 박균성,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규칙과 그 
시사점”, 목  김도창박사 팔순기념논문집, 2005, 17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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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社 學의 批判 

사회학으로부터의 일반이익에 한 비 은 다양하다. 그 요한 것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에는 많은 이익이 립된다. 어느 순간에 지도자에 의해 채택

된 이익은 다양한 이익 사이의 타 과 조정의 산물이거나 이들 이익 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국가는 일반이익을 신성시하고 일반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사익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비 한다. 

(3) 의 新自由主義思想으로부터의 비

일반이익을 사회구성원의 이익과 구별되는 사회의 이익으로 이해하는 것에 반

한다. 일반이익은 개인의 사  이익의 총합이라고 본다.

일반이익을 사회구성원의 이익과 구별되는 사회의 이익으로 보고 시하는 

경우 일반이익개념은 개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비 한다. 국

가는 일반이익의 이름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국가의 독 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반이익은 경쟁의 제한과 독 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고 한다. 발

과 이로 인한 시민의 복지는 사  주도하에 가능하며 국가로부터 기 할 것이 

크지 않다고 한다. 의 신자유사상은 규제완화, 민 화 등 공  분야의 축소

를 주장한다. 

2. 일반이익개념의 弱化  變化

종래 국가만이 일반이익을 독 하 다. 공익의 수행은 국가만이 담당하 다. 

19세기와 20세기 에 걸쳐 행정법이 형성될 때에 일반이익과 공권력, 특히 국

가는 동일시되었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에는 여러 특권이 부여되었고, 

일반이익의 사익에 한 우월성이 지배하 다. 

그러나, 사인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사인도 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

이 형성되었다. 오늘날에는 私人이 공역무를 수행하고 공익의 실 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공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무능력이 노정된 것

에도 기인한다. 사인이 일방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한, 행정기 이 항상 공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기 이 사인과 같

이 행동할 때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법에 의해 규율된다. 

51) Jean-Marie PONTIER, op. cit., pp.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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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행   집행결정(décision exécutoire)은 공익에 기 하고 있다. 공익을 

해 행정권에게 이러한 특권이 부여된 것이다. 일방  결정은 가장 강력한 공익

의 표 이다. 그런데, 일방  결정은 차 그 요성이 약화되고 있다. 한편으로 

일방  결정에 해 실체법상 법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유부기 등 차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만이 일방  결정권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인에게도 일방  결정권이 주어지고 있다. 오늘날 계약방식이 

늘고 있고, 일방  결정형식이 계약방식에 의해 체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계

약방식은 최근의 행정의 행 형식인데, 랑스 행정법에서 행정계약은 요한 공

익의 실 수단이다. 

그리고, 오늘날 행정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시민의 참여가 

확 된다는 것은 참여하는 이익집단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것이며 이는 공익의 

요성의 약화를 래한다. 
공권력에 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시민의 기득권 침해에 

한 항이 커지고 있는 것이 랑스의 실이다. 이와 함께 공익에 한 신뢰도 

약화되고 있다. 공익 의 약화는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나타다고 있다. 

공무원은 공직을 떠나 수입이 좋은 사기업으로 옮기기도 하고, 일반이익을 추구

하기보다는 조직의 이익과 자신의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52) 

3. 일반이익개념의 存續과 變化 

(1) 일반이익개념의 存續

일반이익개념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인지에 한 물음이 제기되기도 하지만,53) 

여 히 일반이익개념은 존재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체 인 견해이다. 
막시스트와 신자유주의의 비 은 일반이익개념 자체에 한 비 이라기보다는 

일반이익 개념의 일탈에 한 비 이다. 

민주화의 진 에 따라 개인의 이익이 보다 큰 가치를 갖게 되면서 일반이익에 

한 신념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 히 개인의 이익을 월하는 공동

체 체의 가치, 이익은 존재한다.

다만, 일반이익의 념이 여 히 존재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오늘날 일반이익의 

52) Ibid., p.330. 
53) Ibid., 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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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방식  일반이익의 실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에는 이견이 없다. 지방

자치가 확 되고, 주민투표, 행정참여, 자문, 계약방식, 독립행정 원회에 의한 규

제가 확 되고 있다.

(2) 일반이익개념의 變化

일반이익의 개념은 성립 이래 지 않은 변화를 겪어 왔다. 

기에 공익은 사익과 으로 구별되며 사익에 우월한 가치로만 인식되었

었다. 그리고, 일반이익의 용 역과 범 가 확 되어 왔다. 기에는 일반이익

이 사익과 립되는 구조를 취하 다. 한, 일반이익과 사익이 립되는 경우 

일반이익은 으로 사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았다. 

기에 일반이익은 국가공동체의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자

치가 실시된 후로는 지방차원에서의 일반이익도 인정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공익은 사익과 구별되지만, 공익과 사익의 구별은 상 화되고 있

다. 우선 일반이익은 사익과 구별되며 사익(intéret particulier) 상호간의 단순한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공익은 사익과 으로 유리된 것은 아니다. 공

익은 공동체의 구성원과 구별되는 공동체 자체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

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일반이익은 사익과 립되는 경우 사익에 우선한다고 본다. 그런

데, 통상 공익과 사익이 립될 때 사익이 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이익과 사익이 조정된다. 일반이익을 공익과 사익의 조정의 결과 도출되는 것으

로 보기도 한다. 한, 허가 등 수익  행정행 , 사인을 한 수용에서와 같이 

일반이익에 기여하는 조치가 동시에 사익에도 기여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공익을 추구함에 있어 경제  효율성도 고려되고 있는 에서 행정은 

사  활동과 근하는 측면도 있다. 

사인이 일반이익에 력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다.54) 사인이 공무를 수탁

한 사인인 경우는 물론 일반이익의 달성에 기여하는 공익  성격을 가진 단체도 

지 않다. 한, 개인에게도 일반이익을 추구하는 행정에 응원하고 력할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한, 오늘날 일반이익 상호간에 립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 일반이

54) CONSEIL D'ETAT, op. cit., 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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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은 립되는 일반이익의 조정을 통하여 도출된다. 

일반이익은 오늘날 한편으로 확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축소되기도 한다. 오

늘날 일반이익은 미래세 의 이익, 경제  이익도 포함한다. 국가의 지속 인 발

도 일반이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경향에 따라 

공익의 용 역이 축소되는 경향도 있다. 

공익에는 그 요성에서 단계가 있다. 일반이익이 매우 요한 경우에는 당해 

일반이익의 추구는 사인에게 탁될 수 없고 행정만이 스스로 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반이익은 국가의 독 에 속하는 공익이다. 일반이익의 실 이 행정에 

의해 수행되지만, 동일한 목 이 사인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 표 인 경

우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병존하고 있다. 

통 으로 국가의 이익인 일반이익이 지방차원의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본다. 

이 게 입법하는 경우가 지 않다. 그러나 지방차원의 공익이 국가의 일반이익

보다 우월한 경우도 있다. 

Ⅵ. 맺음말

공익론은 행정법의 기 이론으로서 보편성을 갖는 주제이며 랑스 행정법과 

같이 우리 나라의 행정법도 공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랑스 행정법상 공익

론은 우리나라에서의 그것과 기본 으로 유사하다. 공익이 행정의 정당화사유  

권익 제한의 근거사유가 되는 , 공익이 행정법의 주요 기본개념  공법으로서

의 행정법의 특수한 법제도의 기 가 되고 있는  등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공익은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실을 반 하는 개념이므로 시

, 공간  제약을 받는 개념이다. 랑스에서 공익개념이 랑스의 특수한 역사

, 정치･행정  상황이 투 되며 형성되었으므로 랑스의 공익론은 우리나라에

서의 그것과 달리 일정한 특수성도 갖는다. 일반이익이라는 용어가 공익이라는 

용어보다 선호되는 , 일정한 험한 행정활동에서 국가배상책임에 과실을 요

하는 , 공익을 재량 칙의 용 제외사유로 들고 있는 , 공익을 행정계약 변

경의 근거사유로 보는  등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  에는 그 정

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들도 있다. 

행정을 규율하는 입법이 정비되면서 공익이 직  행정을 규율하는 경우는 

어들고 있다. 그러나, 재량행  등에서와 같이 입법으로 행정을 규율하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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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한계가 있고, 입법이 불비된 역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역에

서는 여 히 공익이 직 인 《法源》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은 매우 

추상 이고, 모호한 개념이므로 행정의 측가능성이라는 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반이익을 보다 구체화하는 < 간공익목 > 등의 입법을 정비할 필요

가 있다. 한, 공익을 통제하는 법리를 발 시켜야 하는데, 랑스 행법상 이익-

불이익 형량이론은 이와 련하여 참고할 수 있다. 
공익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발 하는 개념이다. 미래세 의 환경, 행

복은 새로운 공익으로 등장하고 있다. 

공익은 이데올로기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공익이 사회 체의 이익이 되지 

못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이 공익이라는 모습으로 장되는 경우가 있다. 

한, 공익은 국가권한 확 의 구실이 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기 은 조직의 

이익을 공익으로 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처하기 하여는 다음

의 두 가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공익의 형성에서 정당성과 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익의 결정자인 국회, 지방의회 등의 표성과 정당성을 회

복･강화하여야 하고, 정한 차의 보장을 통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

다. 이 게 한다면 입법권 는 행정권에 의해 결정된 공익의 정당성은 보다 강

화될 것이다. 둘째, 공익의 집행에 있어 국가의 임무를 재검토하고, 보다 효율

이고 정당성있는 행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쟁의 자유와 공익을 조화시키

고, 시장의 효율성과 공익의 요구를 조화시켜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공익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하여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

다. 개인은 사익만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사익을 월하는 공동체의 체의 

이익을 인정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공익의 정성과 우월성은 시민의

식의 합리성과 우월성, 그리고 공익결정과정(정치제도  행정제도)의 합리성과 

정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공익의 목록에 미래세 의 이익도 포함시

킨다면, 재 공익이 재의 시민, 는 그 표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

이다. 미래세 의 이익을 배려하는 장치와 합리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재 우리나라의 공익론은 세계화와 지역주의  지나친 개인주의라는 이 의 

도 을 받아 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도 에 응하여 우리의 실에 맞는 합리

인 공익론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의 발 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요하며 이는 

우리나라 행정법의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일반이익, 공익, 공공필요성, 랑스 행정법, 랑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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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a notion d'intéret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PARK, Kyun-Sung
*

55)

En Corée, il n'y a pas eu de présentation sur la notion d'intéret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En France, le term d'intéret général est plus utilisée au lieu de celui d'intéret 

public. En France, l'idée d'intéret général a été formée 18ème ciécle.
Il existe deux conceptions d'intéret général : une conception utilitariste et une 

conception volontariste. En Frace, la dernière l'emporte.

L'intéret général est une notion difficile à définir. Il est plus que la somme 

des intérets privés. Il est une notion differente de celle de l'intéret de la 

personne public et de intéret collectif. Dans le domaine de l'expropriation, la 

notion d'utilité publique est utilisée au lieu de celle d'intéret général. Elle est 
controlée par la théorie du bilan(balance des avantages et des inconvénients de 

l'expropriation. 

La fonction de l'intéret général est suivante : l'intéret général est un moyen 

justificatif de l'action administrative. Il est une limite à une limitation des droits 

et a pour fonction le controle de l'administration. Il est une base du droit 

administratif, droit public. Il est un élément principal des notions differentes du 
droit administratif : la puissance publique, le service public, le domaine public 

etc. Il est aussi une base de la spécificité du droit administratif : celle de l'acte 

unilatéral, celle du contrat administratif, celle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Il est un moyen d'exception du principe de l'égalité et de l'application de la 

directive.

Aujourd'hui la notion d'intéret général est critiquée de la part du marxiste, du 
sociologiste, de la pensée du néo-libéralisme. La notion d'intéret général a f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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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jet du changement continu, mais utile aujourd'hui encore.

La théorie de l'intéret général en France est valable en Corée. Pourtant, l'intére

t général est une notion comportant une valeur et une notion influensée par la 

réalité. C'est pourquoi il est naturel qu'il y ait des differences entre la théorie de 

l'intéret général en France et celle en Corée.

Key words: Intéret général, Intéret public, Utilité publique,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Droit frança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