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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관계의 소멸사유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인 공

무원의 신분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담보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공무원관계의 소멸사유는 공무 수행

및 공직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

하여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배제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당

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와 달리 공직 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 범죄가

직무와 무관한 것이거나 과실범인 경우와 같이 공직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공무 수행이

나 공직에 대한 신뢰와 관련이 없는 경우까지도 어떠한 예외를 두지 않

고 공무원관계를 자동적으로 소멸시켜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형사

유죄 판결 선고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퇴직이 제한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퇴직의 정당성을 다툴 수도 있는

것과 대비된다.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이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어떠한 예

외도 없이 신분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여러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

하였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징계절차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으므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한 당연퇴직' 규정은 삭제하여야 한

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

히 나쁘고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한 직

권면직’을 공무원관계 소멸사유로 삼고 있다. 이러한 직무수행능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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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

공무원법은 직무수행능력 부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개별 사례에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지 여부를 판단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평가자의 자의적 평가를 방지할 수 없다. 직무능

력과 무관한 사유로 직권면직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에도 징계시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직권면직으로 ‘도피’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무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으로 근무성

적평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근무성적평정에서의 평가자의 자의를

최소화하여 근무성적평정이 공무원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

을 방지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른

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을 참고하여 상대평가를 완화하고 다면평

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에 의해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인 내용

의 의무를 부담하여 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것에

한정되지 않아 사생활에서의 사소한 부적절한 행동도 문제 삼아 징계를

할 수 있어 남용의 우려가 가장 높다. 또한 징계양정에 관한 징계기준도

일부 유형만을 예시하고 있을 뿐이고, 비위의 정도와 과실 유형 중 어디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 결과 징계처분 단계에서 징계사유

로 제시된 각 사실관계별로 어떤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징계기준을 어떻

게 적용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여러 사실관계를 나열한 다

음 포괄적으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징계를 하

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양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자의가 개입될 수 있다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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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분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품위유지의무를 직무

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직무와 무관한 것은 형사 범죄를 범한 경우

와 같이 공직이 대한 신뢰 훼손 정도가 중대하고 명확한 경우로 한정하

여야 한다. 또한 징계기준의 ‘비위의 유형’ 중 기타 항목을 세분화하여

어떤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예시해야 하고, ‘비위

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적법성 통제나 당사자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위하여 징계처분의

단계에서부터 각 사실관계별로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징계기준

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주요어 :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의 신분보장, 당연퇴직, 직권면직, 징계,

국가공무원법

학 번 : 2011-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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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 수행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 신분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 그렇다면 공무원 관계의 소멸 제도 역시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공무원관계의 소멸사유를 개관하고, 각 사유별로 위와 같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핀 다음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무원 관계를 규율하는 법에는 일반법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

원법 이외에도 단행법령으로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소방

공무원법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반법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국가

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 즉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

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국

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는 국

가공무원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이 적용된

사례도 포함하여 검토한다.

방법론적으로, 공무원관계 소멸 제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

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신분 관계의 소멸이라

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에 관한 논의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제1장에서 직업공무원제도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

는 취지를 살피고, 위와 같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 취지에 비추어 공무원 관계

의 소멸 사유가 공무 수행 및 공직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특

히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배제하여야 함을 확

인한다. 제2장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관계 소멸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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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한다. 제3장에서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

정하는 것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근로기준법상 당연퇴직규정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비추어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일반 근로자에 대한

소위 저성과자 해고 및 구체적 사례에 비추어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징계 제

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일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와 유형별 징계기준

및 구체적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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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신분보장

제1절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신분보장

직업공무원제도는 오로지 공무에만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공영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이다.1)

이는 공무원이 정치과정에서 승리한 정당원에 의하여 충원되는 엽관제를 지

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

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2) 엽관제에서는 공무원

은 언제든지 집권세력의 결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어 공직수행의 공정성을 담

보하기 어렵다. 또한 정권 교체에 따라 공무원도 교체되기 때문에 공직수행의

안정성 또한 담보되지 않는다. 즉 직업공무원제도는 직업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치세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공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여 공무 수행의 공정

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이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직업공무원제도를 헌법적 제도로

보장하면서,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 구성요소로 하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법률로써 형성해야 할 의무를 입법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3)

제2절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비판과 반론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두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중심

1) 법제처,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연구(국가공무원법 주해)』, 2006, 41쪽

2)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전원재판부

3) 한수웅, 「헌법 제7조의 의미 및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법조 574호, 2012,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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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신공공관리론이 힘을 얻고 있

다.4)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직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의 신분보장

과 같은 공직보호장치를 제거해야 한다고 한다.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면 근

무실적이 부실한 공무원을 해임할 수 없어 효율적으로 근무할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5)

신공공관리론의 비판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보장 제도를 철폐해야 할지를 검

토하기에 앞서, 우선 현실적인 공무원상을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무원이 스스로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공익을 추구

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신의 사적 이익은 전혀 추구하지

않고, 공무 수행의 결과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거나, 공법상의 근무 관계에서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

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제도 설계의 관점에서는 공무원이 사익

을 추구한다는 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어떻게 제도를 설계해야 공익을 실현하

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오로지 공익을 위

하여 희생한다고 가정하고 공무원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6)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신공공이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

보장은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

신공공관리론은 사기업과 공공부문의 근본적인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사기

업과 달리 공공부문은 언제나 선거를 통한 집권세력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

즉 오늘날에도 엽관제의 폐단을 방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공무원도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자신의 신분이 집권세력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

4) 홍준형,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 - 공무원인사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행정법논총 37(1), 1999, 

95-96쪽

5) 김성배, 「미국 공무원관계법의 역사와 최근 논의」,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44집 제2호, 2015, 

319쪽

6) 공적 주체도 사익추구의 동기에 따라 행동한다는 사익추구 가정에 관하여 허성욱, 「공공선택이론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8, 14-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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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집권세력의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할 것이라

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신분 보장 완화는 또 다른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미국의 경

우 공직수행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보호를 축소하는 인사관리개혁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라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공직이 직업안정성을 상실하면서 사기업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공직에 대

한 매력도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재능 있고 유망한 사람들이 공직을 선택하

지 않거나, 사기업에 이직하기 위한 경험을 쌓는 목적으로 공직에 있을 뿐 공

직에 전념할 생각이 없는 현상이 나타났다.7)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서 정치적 기본권 등 여러 기본권 제한을 감수하여야 하는데, 재능 있는 인재

가 직업안정성과 무관하게 여러 기본권 제한이 따르는 공직을 선택하기를 기

대하는 것 또한 비현실적 가정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공무원의 충성의무

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기본권제한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갖는 것이

다.8)

제3절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공무원관계의 소멸 사유

뒤에서 살펴보듯 국가공무원법은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 등 여러 공

무원관계의 소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관계의 소멸 제도를 설

계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직업공무원제도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취지

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관계의 소멸 제도도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안정

7) 김성배, 「미국 공무원관계법의 역사와 최근 논의」,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44집 제2호, 2015, 

322쪽

8) 한수웅, 「헌법 제7조의 의미 및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법조 574호, 2012,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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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치 세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집권 세력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수 없게 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

는 사유와 기준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또한 공무를 지속적

이고 일관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 수행 및 공직에 대한 신뢰와

무관한 사유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제4절 공무원관계의 소멸과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위와 같이 공무원관계의 소멸 사유를 공무 수행 및 공직에 대한 신뢰와 관

련된 사유로 한정하고 그 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에 관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헌법재판소도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

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헌

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

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것도 공무원의 근로자적 성격을 전제로 한

다. 다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

위에 있고, 그가 담당한 업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적인 일이어서 그 직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제한이 가능할 뿐이다.9) 판례 역시 공무원도 임금

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9) 헌법재판소 1992. 4.28. 선고 90헌바27내지34, 36내지42, 44내지46, 92헌바15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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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10)

공무원관계의 소멸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

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해고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의 취지는 공무원 관계의 소

멸에도 고려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고의

자유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직장상실의 위험을 의미하기 때문인데,11) 이 점은 근로자로서의 공무원도 동

일하다. 공무원도 사용자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 약자의 지위에 있고, 공무원

지위의 상실은 생계 수단의 상실을 의미한다.

오히려 일반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이른바 노동 3권

을 통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지만,12) 공무원은 노동 3권이 제한되어 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 3권

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노동운동을 포함하

여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은 노동 3권의 주체가 되며(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 나머지 공무원은 공

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가진다. 공무원은 노동 3권을 통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할 수 없으므로, 공

무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도 하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의 관점에서 공무원 관계의 소멸 사유와 관련하여 어떠

한 제한이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많은 논의가 축적되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하여는 여러 논의와 사례가 축적되어 있다.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의 신분 보장 취지와 근로자를 보호

하기 위한 해고 제한의 취지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해고의 제한에 관한 논의

가 해고 사유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해고 기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

10)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66 판결

11) 임종률, 『노동법』, 제14판, 2016, 528쪽

12)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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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무원 또한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고의 제한에 관한

논의가 공무원 관계의 소멸에 관한 논의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직

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면서,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과 같

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체계

를 참고하였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에 비추어 직제폐직에 따른 직

권면직의 경우에도 ① 직제폐지의 필요성과 ② 면직기준의 합리성이 담보되어

야 하는데,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은 관련 법령에 직제폐지의 필요성과 면

직기준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직원공무원제도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13)

제2장 공무원관계의 소멸사유

제1절 개관

공무원관계의 소멸사유는 ①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공무원관계가 소멸하는 당연퇴직과 ② 특별한 행위에 의해 의하

여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면직으로 나뉜다.14)

이 중 당연퇴직 사유로는 ① 결격사유의 발생, ② 정년, ③ 사망, ④ 임기만

료, ⑤ 국적상실이 있다. 면직은 다시 ① 공무원 자신의 사의표시에 의하여 공

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의원면직과 ②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

13)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8

14) 김동희, 『행정법II』, 박영사, 2015, 150-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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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관계의 소멸사유

당연퇴직

결격사유

정년

사망

임기만료

국적상실

면직

의원면직

일방적 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

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일방적 면직으로 나뉘며, 일방적 면직은 다시 ① 징계면

직과 ② 직권면직으로 나뉜다.15)

사망, 임기만료, 정년으로 공무원 관계가 소멸함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의원면직도 공무원의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한편 국적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외국인의

임용을 제한하고, 국가안보, 보안․기밀, 외교 등 분야에 복수국적자 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제26조의3)16), 이와 같이 국적이 임용 조건이 되는 경우 공무

원이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공무원관계가 해소된다.17) 국가안보 및 보

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는 외국인에게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15) 김동희, 『행정법II』, 박영사, 2015, 150-154쪽

16)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

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17) 김동희, 『행정법II』, 박영사, 2015,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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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2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3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분야의 경우 국적상실을 당연퇴직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

다.

이하에서는 나머지 공무원관계의 소멸사유에 대해 살펴본다.

제2절 당연퇴직사유 : 결격사유

Ⅰ.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은 제33조에서 아래와 같이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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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6호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호의 3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호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호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Ⅱ. 임용결격사유의 당연퇴직사유로의 인용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는 제33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

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로,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제33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

선수뢰), 제303조(업무상위력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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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사유 중 결격사유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개시(제33조 제1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이 되지 않은 경우(제33조 제2호, 제69조 제1호 단서) 

③ 금고 이상 형의 실형 선고(제33조 제3호)   

④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제33조 제4호)

⑤ 수뢰, 업무상위력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금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제33조 제6호, 제69조 제1호 단서) 

⑥ 자격상실·정지(제33조 제5호)

⑦ 업무상위력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제33조 제6호의2, 3) 

⑧ 파면, 해임(제33조 제7, 8호)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

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법은 임용결격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인용하고 있는

데,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사유가 없었으나 임용 이후 임용결격사유가 발생

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Ⅲ. 당연퇴직사유 중 결격사유에 대한 검토

위 결격사유 중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는 공무원이 질병, 장

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

거나 부족한 경우이므로(민법 제9조, 제12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

능할 것이다. ③ 금고 이상 형의 실형 선고의 경우에도 수형 등으로 직무수행

이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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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뢰, 업무상위력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무 관련 횡령·배임

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⑦ 업무상위력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의 경우 공무원이 직

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이므로 더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⑥ 자격상실·정지는 그 자체로 공무원이 될 자격을 상실·정지하는 것이고,

⑧ 파면, 해임 또한 그 자체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이므로 위 사유

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확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②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이 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호는 ‘파산선고

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제33조 제2호를 당

연퇴직사유로 그대로 원용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잡다기한 현대의 경제

생활에서는 자연적 재해 또는 경제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고용불안, 정의

관계에 기한 불가피한 채무보증, 소비자금융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과잉여신,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정책 등의 여파로 인하여 이른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

무자가 파산에 이른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파산이 채무자의 부도덕 또는 불

성실을 징표 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모든 경우를 당연

퇴직사유로 할 것이 아니라 파산의 원인별 유형을 한정하거나, 파산선고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는 등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18) 이에 현행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

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호는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이 되지 않

은 경우만을 당연퇴직사유로 한정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은 채무자에게 비난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면책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

로(제564조 제1항)19),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이 되지 않은 경우, 즉 비난가능성

18)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5헌가21 전원재판부 결정의 반대의견

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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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사유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제3호)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

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제4호)

③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

렵다고 인정된 때(제5호)

④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

된 때(제6호)

이 있는 경우로 당연퇴직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④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관하여는 제3장에서 자세히 살펴

본다.

제3절 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은 직권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

다.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

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

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

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 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

담한 사실이 있는 때



- 15 -

⑤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

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제

7호)

⑥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

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제8호)

⑦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제9호)

위 직권면직사유 중 ① 직제·정원의 개폐, 예산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이하 ‘폐직·과원 사유’라 한다)은 일반 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

고에 해당한다. 행정수요가 소멸하거나 조직의 비대화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 직제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20) 한편 국가공무

원법은 면직기준을 정할 때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0조 제3항),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면직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

하여(제70조 제4항) 면직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

무원법은 이 사유로 직권면직된 자를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

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2항 제1호)21), 20년 이상 근속한 자라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어(제

20) 위 헌법재판소 2002헌바8 결정

2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

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 제1항 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

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

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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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조의2)22) 나름의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위 ②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기간 중 능력·근무성적

향상 기대 곤란, ④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 부

족, ⑦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부적격결정은 모두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중 위 ② 사유는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권한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23) 또한 재직 중 장애를 입은 경

우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담당할 수 없더라도, 공무원

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고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하면 업

무를 조정하지 않고 직권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24) 따라서 위 사유는

남용의 여지가 적다.

위 ④ 사유는 행정기능의 변화․조직개폐 등으로 특정 직렬의 공무원이 더

22)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

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

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 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를 받은 경우

1의 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

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ㆍ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23) 법제처,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연구(국가공무원법 주해)』, 2006, 311쪽

24)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 17 -

이상 필요 없게 되어 다른 직렬로 전직해야 할 경우 적용된다.25) 전직할 직렬

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이

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요건으로 하므로 남용의 여지가 적다.

위 ③ 사유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를 직위

해제하고,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대기를 명하여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를 부여하였음에도(국가공무

원법 제73조의3)26)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이른바 ‘저성과자 해

고'와 유사하다. 이에 관하여는 제4장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위 ⑦ 사유는 근무성적평정이 낮은 고위공무원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

고 적격심사 대상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부적격자

로 결정하여(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27) 해당 고위공무원을 직권면직 하는 것

25) 법제처,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연구(국가공무원법 주해)』, 2006, 312쪽

26)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

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

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7)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적격심사)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

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삭제 

2.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포함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때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

  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

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 등급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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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위 ③ 사유와 본질이 동일하므로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다.

위 ⑤ 병역기피 또는 군무 이탈에 관하여는 병역법에서도 병역의무 불이행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어(제76조 제1항)28)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

위 병역법 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비

판이 있으나, 직업공무원제도와는 무관하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위 ⑥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 상실 또는 면허 취소의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사유로 한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제4절 징계면직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을 포함하여(제79조) 징계처분에

의해 공무원관계를 소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제5장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 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적격심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 능력 및 자질의 평정에 따르되,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성

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이수 및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확인 방법ㆍ절차 등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는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

서 실시한다.

28)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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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한 당연

퇴직에 대한 검토

제1절 개관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9조, 제33조 제4호). 실무상으로는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면 퇴직발령통보를 한다.29) 그러나 퇴직발령통보는 퇴직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30) 신분을 상

실하게 되는 당연퇴직일은 판결 확정일이다.31)

제2절 근로기준법과 당연퇴직의 제한적 해석

Ⅰ. 취업규칙 등의 당연퇴직규정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와 유사하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형사 유

죄 판결 확정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취업규칙 등의

당연퇴직규정에 따른 퇴직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

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즉 당연퇴직규정에 따른 퇴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

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퇴

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32)

29) 김동희, 『행정법II』, 박영사, 2015, 150쪽

30)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87 판결

31) 법제처,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연구(국가공무원법 주해)』, 2006,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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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에 따라 구체적 사례들에서는 취업규칙 등의 당연퇴직규정에 의한

퇴직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당연퇴직규정의 범위를 제

한적으로 해석하는 사례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한 이

유를 요구하는 사례들이다.

Ⅱ. 당연퇴직규정 적용범위의 제한적 해석

형사 유죄 판결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을 현실적인 근로제

공이 불가능한 상태, 즉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한 사례들이

있다.

① 형사 유죄 판결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의 의미는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다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면, 형사 유죄 판결 역

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 즉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 사례33)

② 당연퇴직사유가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로 규정된 경우, 이는 구속 기소되어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휴직상

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

한다고 본 사례34)

다만 유죄 판결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실형판결을 받

은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당연면직사유로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선

고유예의 경우와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경우 및 업무수행 중의 자

3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33)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34)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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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경우

에는 예외사유에 대한 반대해석상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면직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35)

반면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징계해고사유로 정한 경우 이를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

속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36)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지는 ①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

판결이 “해고사유(당연 퇴직사유나 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사유의

경우와는 다름)”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이 위 대법원

94다4082 판결이나 대법원 98두18848 판결과 달리 유죄의 확정판결을 실형 판

결로 제한하지 않은 것은 징계해고사유와 당연퇴직사유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

다.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은 일정한 퇴직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바로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어서 징계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37)

즉 당연퇴직은 징계해고와 달리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당연퇴직

사유는 징계규정에 의한 해고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35) 서울행정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구합138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8누

37314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2952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36)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3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7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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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당연퇴직의 정당한 이유

취업규칙 등의 당연퇴직규정의 적용범위를 실형 판결 선고의 경우로 제한해

서 해석하지 않더라도, 당연퇴직규정에 따른 퇴직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

의 정당한 이유, 즉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

어야 한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② 회사에 대한 심각한 손해

와 명예훼손을 발생시켰는지, ③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가 더 이상 어

려울 정도의 신뢰훼손이 발생하였는지, ④ 유죄판결과 직무 사이에 밀접한 연

관성이 있는지, ⑤ 유죄판결 이후 회사의 조치 및 근로자의 성실근로 여부, ⑥

근로자의 유죄판결에 대한 회사의 조치 관행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38)

①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

지가 크다. 반면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근로제공이 가능하

므로 이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크다.

④ 유죄판결과 직무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성이 높을수록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반대로 직무와의 관련

성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여지가 적다. 예컨대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를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간통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사례가 있다.39) 간통행위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생활 영역에서 범한 비행으로 회사의 경영 질서나 사업 활동에

38) 오영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위법」, 노동 제39권 

제7호, 2005, 87쪽

39) 위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38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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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친 바도 없기 때문이다.

⑤ 유죄판결 이후 회사의 조치 및 근로자의 성실근로 여부와 관련하여,

유죄판결 이후에도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유죄판결 이후에도 성실히 근로하여 온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

을 여지가 크다. 예컨대 근로자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

고 받은 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면직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사례40)가 있다.

제3절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의 불이익을 규정한 법률 조항

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판단한 바 있다.

Ⅰ. 집행유예 선고시 당연퇴직 사건41)

1. 쟁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 및

유지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다수의견

40) 서울고등법원 2005. 4. 7. 선고 2004누11827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심리

기각)

41)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5헌바14, 96헌바63, 96헌바85(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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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위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다.

①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내려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징

계절차를 거쳐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

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②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나머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

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

로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의미하

고, 이러한 사정은 당해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

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

3. 보충의견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무원이 고의 범죄로 금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바로 공무원 관계를 종료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공무원의 공무원 관계 종료 여부는 형

사판결 결과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할 수 있는 징계절

차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이 있었다.

①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 범죄도

아닌 범죄행위를 과실로 범한 공무원도 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공무원의 직으로부터 퇴직하게 되는 것은 공무원 관

계의 종료 여부를 직업공무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현

저히 좁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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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늘날 자동차나 기타 현대 문명의 이기의 이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

황에서 공무원이 그 이용과정에서 순간적인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연히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직시켜야

할 만큼 그 행위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

면이 있으며, 해당 공무원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Ⅱ. 필요적 직위해제 사건42)

1. 쟁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에 대한 필요적 직위

해제를 규정하고 있었던 구 국가공무원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죄추정

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규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의 성격, 즉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법정형이 무겁든 가볍든,

범죄의 동기가 어디에 있든지를 가리지 않고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

록 규정하여 임면권자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이와 같이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

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42)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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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두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

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3. 현행 규정

이후 위 규정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임의적 직위해제에 대하여

는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43)

Ⅲ. 선고유예시 당연퇴직 사건44)

1. 쟁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던

구 국가공무원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

류, 죄질, 내용이 다양하므로 그에 따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당연퇴

43)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전원재판부

44)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바684, 2002헌바735․763(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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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유로 규정한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

② 오늘날에는 자동차 등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는 현대 문명의 이기의 이

용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와 같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는 과

정에서 순간적인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위험에 따른 과실범의 문제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

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③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공정한 공직수행을

위한 직무상의 높은 수준의 염결성은 여전히 강조되나,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

하여 공무원의 엘리트적 면모와 사회적 명예직으로서의 공적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과장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④ 공무원으로 채용되려고 하는 자에게 채용될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유와 기존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를 퇴직시키는 사유를 동일하게 취급하

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⑤ 선고유예 판결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벌

금형을 선택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자칫 형사판결을 왜곡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3. 현행 규정

이후 위 규정은 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어 금고 이상 형의 선

고유예를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였고, 다시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

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

356조(업무상 횡령,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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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였으며, 다시 2015. 12. 24. 법률 제

13618호로 개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당연

퇴직사유로 추가하였다.

Ⅳ. 퇴직급여 감액 사건45)

1. 쟁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위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 특히 과

실범의 경우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라고 볼 수 없어 방법의 적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② 공무원의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 되고,

그 밖에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 구상제도나 민법상 손해

배상청구 등에 의하여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음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

45)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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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③ 반국가적 범죄 여부, 직무관련 범죄 여부, 고의 또는 과실범 여부, 파

렴치 범죄 여부 등을 묻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등의 감액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침해되는 사익은 중대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어 법익균형성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나아가 위 규정과 같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당연퇴직과 함께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로서 규정하는 것

은 형법상 형벌의 효과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책

임 정도에 따른 처벌을 하고자 하는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해야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자칫 형사판결을 왜곡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수의견은 위 규정이 공무원을 국민연급법상의 사업가입자 및 근로기

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해 불평등하게 대우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았

다.

3. 반대의견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비직무범죄, 과실범이라고 하여 법률적 혹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고, 하위법령에서 비직무범죄나 과실범의 경우

급여감액의 범위를 조절하여 차등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형사

재판에서 이를 참작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규정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Ⅴ. 수뢰죄 선고유예시 당연퇴직 사건46)

46)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409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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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적법절차원칙에 위

반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수뢰

죄는 수수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염결성을 치명적

으로 손상시키고,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므로 일반 형

법상 범죄와 달리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고, 당연퇴직사유가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법익균형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 일정한 사항이 법정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되는 당

연퇴직의 성질상 그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4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Ⅰ. 문제점

1. 공무수행의 안정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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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것은 분명하고, 공직

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반드시 공직에

서 퇴출시켜야 할 만큼 공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선고유예시 당연퇴직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하는 것처럼 오늘날 공무원

에 대해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반해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

로 형벌을 가하는 법률이 증가하고 형벌과 형사제재의 수단도 더욱 복잡해졌

다47). 각종 법령의 벌칙규정과 같이 어떤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특히 교통사고범죄와 같이 현대 문명

의 이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과실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이는

현대 문명에 내재된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공직에 대한 신뢰 훼손과 무관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당연퇴직 하는 것은 공무 수행의 안정성이라는 공무원

신분 보장의 취지에 반한다.

2. 비례원칙 위반

공직에 대한 신뢰 훼손과 무관한 경우에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하는 것은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함에도 침해되는 사익은 중대하여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퇴직급여 감액 사건 다수의견 참조).

47) 박수근, 「형사상 유죄판결과 당연퇴직의 관계」, 판례연구 25집(2), 2012, 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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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행유예 선고를 임의적 퇴직사유로 정하거나 징계사유로 규정하여도

임면권자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파면 또는 해

임을 통해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당연퇴직사

유로 규정하더라도, 해당 범죄를 수뢰죄 등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거나, 고

의범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필요적 직위해제 사건, 선고유예시 당연퇴직 사건,

퇴직급여 감액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두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

더욱이 당연퇴직은 당사자의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으며48), 당연퇴직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없다.49) 위 대법원 97다9239 판결의 취지에서 알 수

있듯,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당연퇴직은 그 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해

석할 필요가 있다.

3. 평등원칙 위반

선고유예시 당연퇴직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하듯 공무원으로 채용되려

고 하는 자에게 채용될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유와 기존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를 퇴직시키는 사유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공무원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

여 해당자가 잃는 이익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

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당해 공무원

이 잃는 이익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다루고 있는 이익의 크기가

현저하게 상이함에도 공직 취임 이전의 임용결격사유와 이후의 당연퇴직사유

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48) 위 헌법재판소 2012헌바409 결정

49) 위 대법원 91누2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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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 근로자의 경우 형사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더라도 그 유죄 판결

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적법한 해고로

인정되며, 퇴직처분무효소송 등을 통해서 해고의 적법성을 다툴 수도 있다. 반

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공무원 관계를 소멸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

하는지를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고, 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도 없다. 공무원

에 대해 일반 근로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도

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까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소송 등을 통

한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은 것은 공무원을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퇴직급여 감액 사건에서도 공

무원을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았다.

4. 형사판결의 왜곡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임원, 특수공법인의 임직원,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

증 소지자 등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을 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자격이나 신분의 상실을 우려하여

신분 상실의 사정을 형의 감경인자로 삼는 경우가 있다.50) 선고유예시 당연퇴

직 사건이나 퇴직급여 감액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도 지적하였듯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법원으

로 하여금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신분이 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되

는 것은 신분이 그렇지 못한 피고인과 사이에 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51) 일반 국민에 비하여 더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50) 성수제, 「형사판결의 양형이유 기재 시 유의하여야 할 양형사정에 대한 고찰」, 사법연수원 교수논

문집 제10집, 2013,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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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해서 당연퇴직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집행유예보다 경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신분의 상실과 같은 형벌의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오히

려 형평에 반한다. 예컨대 독일 형법은 행위자가 장래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

도록 형벌의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6조 제1항 제2문),

독일 연방대법원은 형벌에 따라 행위자가 공무원자격을 잃게 된다든지, 변호

사의 지위나 약사 혹은 의사 면허의 상실과 같이 행위자가 처벌을 받음으로써

장래생활을 영위하기가 아주 어려워진다는 사정을 형벌을 완화하는 사유로 고

려하고 있다고 한다.52)

집행유예 선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결국 형사재판의 양형 단계

에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징계절차를 형사재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징계와 형벌

은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53)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

하지 않다.

Ⅱ. 개선방향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은 공무원관계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그 결과 공무 수행 및 공직에 대한 신

뢰와 무관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 수행의 안

정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하며, 형사판결의 왜곡을 가져오

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51) 한종원, 「항소심에서의 양형; 교통사고범죄와 항소심 양형」, 법원행정처, 1998, 408쪽

52) 이동근, 「독일에서의 양형에 관한 이론과 실무」, 외국사법연수논집 93집, 2001, 558-559쪽

5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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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당연퇴직사유에

서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위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공무원이 범

죄를 저질렀다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

위를 한 때’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국가공무원법 제79

조). 이 경우 징계의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절차적 보장에도 충실할 수 있으

며,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징계기준과 고려요소를 정함으

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높은 수뢰, 업무상

위력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무 관련 횡령․배임은 금고 이상 형

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업무상 위력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무 관

련 횡령․배임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 선고만으로도 당연퇴직하기 때문에(국

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 제6호의2, 3, 제69조 제1호 단서), 모든 경우에 징계

절차를 거쳐야하는 비효율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제4장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

한 검토

제1절 개관

Ⅰ.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권면직

직권면직은 일정한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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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직권면

직과 징계면직은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킨다

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책임을 묻는 것인 반면, 직권면직은 반드시 공무원의 귀책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능률의 유지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 확보

를 위한 것이다.54)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는 직

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

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 4

항).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

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를 직권면직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면직처분의 시기는 대기명령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55)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과 유사하게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

단하였다.56) 청구인들은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다

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커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

소는 위 규정은 교원으로서의 의무 내지 책임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자질과 근

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사법심사를 통한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그 개념의 정의와 사유의 유형화가 가능하므로 그 개념이 지나

치게 추상적이고 다의적이어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

는다고 보았다.

54) 김향기,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그 불복방법」, 토지공법연구 제19집, 2003, 505쪽

55) 법제처,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연구(국가공무원법 주해)』, 2006, 311쪽

56)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5헌바29, 97헌바6(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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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기간 중 능력․근무성적 향상

기대 곤란으로 인한 직권면직’을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권면직’으로

칭한다.

Ⅱ.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절차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직권면직제도는 임용권자에게 상당한 재량

권이 부여되어 있어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징계위원회

에서 직권면직사유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나 정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직권

면직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직무수행능력 부족으

로 인한 직권면직은 다른 사유에 비해 비교적 주관적 판단여지가 많은 사유이

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넘어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징계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로부터 참고의견을 듣는 것으로 족

하고 그 의견내용에 기속되지 않으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징계위원

회가 부동의 하면 직권면직할 수 없다.57)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

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Ⅲ.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효과

공무원이 직권면직되면 공무원관계가 소멸된다.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과

달리 공무원임용제한과 퇴직연금제한과 같은 효력은 없다.

57) 김향기,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그 불복방법」, 토지공법연구 제19집, 2003, 534쪽



- 38 -

Ⅳ.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권면직과 저성과자 해

고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권면직은 직무수행능력 부족 → 직위해제 →

직권면직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판단 기준 중 가장 주

요한 것은 근무성적평정일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① 직무수행능력 부족

의 판단기준이 되는 근무성적평정, ② 직위해제, ③ 직권면직의 구체적 내용을

살핀다.

한편 일반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통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소위 ‘저성과자’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인사관리를 하게 된다. 저성과자에 대

한 인사관리는 많은 경우 저성과자로 분류 → 대기발령 → 해고의 절차를 거

친다. 즉 직무수행능력부족으로 인한 직권면직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저성과

자 해고와 성질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①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판단

기준이 되는 근무성적 평정, ② 직위해제, ③ 직권면직을 살피면서 이에 대응

하는 ① 저성과자 판단 기준, ② 근로기준법상 직위해제, ③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함께 살핀다.

제2절 근무성적평정과 저성과자 판단 기준

Ⅰ.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1. 개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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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이하 ‘근무성적평정’

이라 한다).

근무성적평정은 크게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계약등 평가’와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로 구분된다(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한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근무성적평정 이외에도 승진임용과

관련된 경력평정, 가점평정과 다면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2. 성과계약등 평가

성과계약등 평가는 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간에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

등을 평가지표 또는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

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성과평가제도이다(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II [2]).

성과계약등 평가의 적용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공무원 성과평가 등

에 관한 규정 제7조)58).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

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 소속장관이 정하는 자이고, 확인

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자이다(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59).

58)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평가 대상)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및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평가자 및 확인자)

①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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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의 수는 최상위 및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의 5

단계로 평가를 하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 수의 상위 20퍼

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의 인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 수의 하위 10

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하여야 한다(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

정 제10조).60)

3. 근무성적평가

근무성적평가는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결

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개인에 대한 종합적 평가제도이다(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II [3]).

근무성적평가의 적용대상은 5급 이하 공무원 등이다(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이 지정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평가항목에 대

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

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성

과계약의 체결, 제20조에 따른 성과면담, 제21조에 따른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

가자 또는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6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평가 방법)

① 성과계약등 평가는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

성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은 평가 대상 기간에 평가 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

표의 추진 결과 등을 평가지표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 기준에 따

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할 때에는 성과목표의 중요도, 난이도 및 평가 대상 공무원

의 자질ㆍ태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

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별 인원 분포 비율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 수의 상위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 2

개 등급(「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미흡 및 매우미흡의 등급을 말한다)의 인원

은 평가 대상 공무원 수의 하위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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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 제12조)61).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

정한다(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62).

평가자의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고,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단위별로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

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63)

4. 평가의 예외

성과계약등 평가의 경우,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

11조 제1항)64).

61)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5급 이하 공무원, 우정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

직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62)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

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

이 지정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

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

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성

과목표의 선정, 제20조에 따른 성과면담, 제21조에 따른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

가자 또는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63)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③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4)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평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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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가의 경우 ①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

적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②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

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③ 육아휴직, 교육훈련

등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공무원의 평

가로 본다(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 2, 4항)65).

5.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평정 대상 기간의 성과목

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①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

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65)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

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연 1회 근무

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

니한다.

② 평가 대상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

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가를 기준으로 즉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 대상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

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

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 단위로 하여 평가

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휴직을 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3.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

5.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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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특히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는 향후 근무실

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공무원 성

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66).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

의가 있는 경우 평가자 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67).

66)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성과면담 등)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

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

기 위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

다.

③ 삭제

④ 평가자가 성과계약등 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정 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 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향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면담 대상 

공무원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⑥ 소속 장관은 평가자로 하여금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성과면담 및 의견교환의 결과를 인사혁

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67)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해당 근

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평가 단위 확인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만 해

당한다.

1. 평가자

2. 확인자

3. 확인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평가 단위에서 확인자의 상급 또는 

상위의 감독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평가 단위 확인자"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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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무성적평정은 행정청 내부에 보관하는 인사관리의 자료로서 평정

결과에 기초하여 평정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에 관한 처분 등이 있기 전

에는 근무성적평정 자체만으로는 평정 대상자인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의 내부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68)

6.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활용

성과계약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는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

용․교육훈련․보직관리․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특히 고위공무원단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거나,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국

가공무원법 제70조의2).

7. 그 밖의 성과평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 및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확인자를 지정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 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단위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 단위 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확인자가 지

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각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 단위 확인자, 확인자 또는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

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단위 확인자

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확인자 및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

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8조에 따른 근

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68) 대구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21877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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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이외에도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다(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1항). 이에 따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경력평정과 가점평정을 규정하고 있다.

경력평정은 경력을 현직급과의 근시성․유사성 정도 등을 기준으로 갑․

을․병․정․기타 경력으로 구분하고 각 경력별로 일정비율에 따라 평정점을

산출하여 승진임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69)

가점평정은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도서․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 또

는 탁월한 근무실적 등이 있는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가산하는 제도

이다.70)

이외에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다면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소

속 장관은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

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IV. 2).

Ⅱ. 일반 근로자에 대한 저성과자 판단 기준

1.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관리와 공정인사지침

일반 사기업에서도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실한 근로자, 통칭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소위 ‘저성과자’에 대한 인

사관리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가 2016. 1. 22. 발표한 「공정인사지침」이 참

고가 될 수 있다.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관리는 이전부터 이루어졌으나, 저성과

69)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사정책과, 『공무원 인사실무』, 2011, 410쪽

70)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사정책과, 『공무원 인사실무』, 2011, 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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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위 지침에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에 관한 내용을 다루

었기 때문이다.71) 위 지침은 노동계로부터 저성과자 해고를 공식화하여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킨다는 강력한 반발을 받았고72), 결국

2017. 9. 25.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으며 그 적용 과정에서도 노사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이

지속됐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다.73) 그러나 위 지침이 저성과자 관리에 관한 논

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또한 사회적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위 지침이 기존

판례들을 망라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에서74) 위 지침의 내용은 저성과자 관리에

관한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다.

2. 저성과자의 평가 기준

저성과자에 대해 대기발령, 교육훈련, 더 나아가 해고와 같은 불이익한 인사

관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인사관리의 대상이 되는 저성과자에 해당하는

지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할 것이다. 저성과자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

들이 갖춰져야 한다.

가. 평가의 목적

저성과자를 선정하는 목적은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저성과자

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이

71) 조상욱, 「저성과자 관리의 적법성에 관하여」, 노동법률 통권 307호, 2016, 46쪽

72) 이원재, 「‘공정인사지침’ 중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검토」, 노동법률 통권 298호, 2016, 104쪽

73) 김상민, 「저성과자 해고 관련 판례 검토」, 노동법률 통권 321호, 2018, 93쪽

74) 김상민, 「저성과자 해고 관련 판례 검토」, 노동법률 통권 321호, 2018,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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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해고를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와 달리 특정 집단을 퇴출시키기 위해 대

상자를 먼저 선정한 후 이들에 대한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준 다음 그러한

인사평가에 따라 인사처분을 한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75)

나. 평가요소의 구성

평가요소의 구성은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근무성적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영업직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다면평가의 비

중이 고객관리(영업실적)의 비중보다 훨씬 높다면 영업직에 대한 평가기준으

로는 불합리하다76).

다. 평가단위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단위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 성과 등을 토대

로 평가하는 개별평가와 근로자가 속한 집단의 실적을 개인의 평가로 반영하

는 집단평가가 있다.77)

개별평가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집단평가의 경우에는 집단에 대한

평가를 개별 근로자에 대한 평가로 환원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집단과 개인의

업무성과 사이에 밀접한 연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78) 예컨대 은행 지점장에

대한 업무성과를 해당 지점 전체의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지점장이 지점 직원

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점장의 리더십에 따라 지

점단위의 업무성과가 결정되는 관계로 볼 수 있어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

75)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2016, 120쪽

76) 서울행정법원 2004. 9. 17. 선고 2003구합237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누21755 소취하 

77)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2016, 124쪽

78)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2016,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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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9). 이에 반해 회사가 조직효율화를 위하여 희망퇴직을 단행하였으나 참여

가 저조하자 직원을 직판영업그룹으로 전보조치하고, 이러한 전보조치에 따른

영업활동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을 그룹

으로 나눈 다음, 그룹별 영업성과를 토대로 성과가 낮은 후자 그룹에 속한 근

로자들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룹을 나누어 구분하게 된 동기

나 기준의 합리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룹에 속한 구성원들의 전체

영업실적으로 다른 그룹의 실적과 대비하여 구성원 전체의 업무성과로 귀속시

켜 불이익 조치를 행하는 것 또한 정당한 평가방식으로 수용되기 어렵다.80)

따라서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집단과 개인의 업무성과 사이에 밀접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집단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1)

라.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또는 성과에 대한 평가에는 매출액, 생산량 등 객관적인

수치를 토대로 하는 계량평가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토대로 하는 정성평

가가 있다.82)

계량평가는 객관적인 수치를 토대로 하므로 판단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 따라서 업무능력이나 성과가 영업실적 등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는 계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83)

그러나 업무능력이나 성과가 계량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업무

능력, 성과 평가에는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

에 대한 판단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정성평가에는 뒤에서 보는 것

79)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13247 판결 

80) 박종희, 「저성과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방안과 관련된 법률상 쟁점 검토」, 고려법학 제75호, 

2014, 334쪽

81)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2016, 125쪽

82)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2016, 126쪽

83)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2016,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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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다면평가나 평가위원회 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판단자의 자의가 개

입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84)

마. 평가등급과 기준

평가등급을 나누고 등급별 평가 기준을 세부 항목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기

준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85)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근

무부적응’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고,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채용하기 어렵다.86).

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저성과자를 상대평가방식, 특히 최하위 등급에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을 할

당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상대평가

방식은 누군가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최하위등급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객관적으로 떨어진다고 단정

할 수 없기 때문이다.87)

따라서 평가방식은 절대평가가 바람직하고, 상대평가를 하는 경우라면 적어

도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강제로 할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88)

사. 복수의 평가자

84)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2016, 127쪽

85)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2016, 121쪽

86) 서울행정법원 2009. 11. 5. 선고 2009구합182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30.선고 2009누

317106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4732 판결(심리불속행기각)

87) 이광선,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한 쟁점들」, 노동법률 통권 292호, 2015, 104쪽

88)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2016,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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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가자를 복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상급자에 의한 평가 외에도 동료나 하급자를 포함하여 다면평가를 실시

하거나, 상급자의 1차 평가 후 평가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등 여러 단계의 평

가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용이할 것이다.89)

아. 대상자 선정

업무능력이나 근무성적 부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

우에 저성과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능력이나 근무성적이 일시적

으로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체로 판례는 3년 내지 4년 연속으로 최

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 저성과자로 분류한 경우 정당성을 인정하였다.90)

한편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부진의 원인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신규

직원, 직급 내 근속연수가 짧은 직원, 임신기간 중인 직원, 출산 또는 육아 휴

직 후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 등의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1)

자. 평가결과의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

평가결과를 근로자에게 공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것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92)

89)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2016, 130쪽

90) 이광선,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한 쟁점들」, 노동법률 통권 292호, 2015, 104쪽 

91)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2016, 136-137쪽

92)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2016,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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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직위해제

Ⅰ.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

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

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한다.93)

직위해제는 과거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94)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징계시효

가 문제되지 않는다.95) 또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96)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봉급과 각종 수당이 감액된다(공무원 보수규정 제29

조9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7조의2 등98)). 또한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승진임용 될 수 없고, 직위해제

93)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94) 위 대법원 2003두5945 판결 

95) 서울고등법원 1968. 1. 11. 선고 67구174 판결, 확정

9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97) 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

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 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98)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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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99).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직권면직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비록 직위해제가

징계와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100)

직위해제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국가

공무원법 제75조). 처분사유의 내용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적시가 있어

야 하고, 그 기재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경우에는 적법한 처분사유 설명

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절차를 흠결

한 하자가 있다.101) 그러나 직위해제의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과 처분사

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사후적으로 소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

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조(정근수당)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

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 제2

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

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0조(가족수당)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⑤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의2(주택수당)

②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

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

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

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

니한다.

99)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 제4호 또

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10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101) 서울고등법원 1989. 10. 13. 선고 89나239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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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가 보장되는 점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

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102)

직위해제사유인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근무성적 불량은 ‘근무능력’의 부족을

뜻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근무성적은 근무실

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직위해제사유는 근무성적을 직무수행능력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사유의 근무성적은 협의의 근무성적인 ‘근무실적’만을 의미한다.103)

국가공무원법도 직위해제된 자가 ‘근무능력’이 부족한 자임을 전제로 능력회복

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제73조의3 제3항).

Ⅱ. 근로기준법과 직위해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3조 제1항), 직위해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되고, 근로

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하다고 할 수 없다.104) 또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

10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103) 김향기,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그 불복방법」, 토지공법연구 제19집, 2003, 522쪽

104)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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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

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되고, 단지 당해 직

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

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

고 단정할 수 없다.105)

그러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자는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될 뿐

만 아니라, 통상 취업규칙 등에서 직위해제기간 중 임금 등을 감액하여 지급

하는 것으로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직위해제가 당연퇴직이나 직권면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이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은 분명하고,106) 직위해제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

항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107) 특히 최근 사용자가 직위해제를

상시적 구조조정의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면, 직위해제가 근로

관계를 종료시킬 목적에서 행사된 것인 경우 해고에 준하여 판단할 필요성도

있다.108)

제4절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권면직

Ⅰ.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앞서 본 바와 같이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직무수행능력 향상

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

10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10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107) 김성진, 「대기발령․직위해제의 법리」, 노동판례백선, 2015, 113쪽

108) 박수근, 「직위해제의 노동법상 쟁점과 해석」, 노동법학 26호, 2008, 3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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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여도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단계에 이른 이상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를 가지고 직권면직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109) 즉 직위해제처분

의 하자가 직권면직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Ⅱ. 저성과자 해고

1. 저성과자 해고와 정당한 이유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

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모든 근

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한다.110) 저성과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명칭이 직권

면직이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111) 따라서 저성과

자에 대한 직권면직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

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저

성과자 평가기준이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고용유지 노력이 필요하다.

2.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사용자는 직권면직에 앞서 근로자의 근무태도, 역량, 근무성적을 향상시킬

109)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누92 판결

110)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11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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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112)

다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퇴사를 위한 압박수단이라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예컨대 영업직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에게 현

장직 주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단순노무 및 청소업무를 하게 하였다면 이는 근

로자의 기존 직무범위 또는 직무전환을 통해 담당하게 될 C/S 업무의 본질적

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역량개발이나 직무전환에 직접적인 도

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볼 여지

가 상당하다.113)

교육훈련의 기간은 업무부진을 개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어야 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과제는 대상자별로 업무의 내용과 취약한 역량을 고려하여 맞춤형

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4)

3. 배치전환 등 고용유지 노력

업무능력, 근무실적이 낮은 원인이 근로자의 적성이 업무 내용에 맞지 않아

서이고,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하는 경우에는 업무능력이나 근무실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에 앞서 배치전환을 고려하는 등 고용유지 노력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115)

다만 배치전환 역시 퇴사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예컨

대 근로자를 상담역으로 전보한 이후 영업을 위한 사무기기나 주요 영업관련

자료도 지원하지 않는 등 영업실적을 제대로 달성할 여건을 조성해주지 않았

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116)

112)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2016, 138쪽

113) 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누10412 판결, 확정

114)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2016, 140쪽

115)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2016, 141쪽

116) 서울행정법원 2004. 9. 17. 선고 2003구합237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누21755 (소취하) 



- 57 -

반면 특정 직위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채용된 경우에는

배치전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낮을 수 있다. 예컨대 예술단원으로 채용

되었는데 연주 실력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사무단원으로 배치전환하지 않았다

고 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117). 변호사․의사․약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전제로 근무하던 중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배치전환 없이 해고

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118)

4. 해고대상자 판단

위와 같이 교육훈련, 배치전환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업무능력이 개선되

지 않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제5절 구체적 사례

아래에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례를 검토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도 국가공무원법과 유사하게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제62조 제1항 제5호119), 사립학교법 제

117) 서울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누18942 판결, 확정

118)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2016, 143쪽

119)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5. 제65조의3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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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2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2호120)), 지방공무원와 교원에 대한 사

례도 포함하여 검토한다.

Ⅰ. 직위해제 사례

1. 치수과 하천계장 사건121)

가. 사안의 개요

원고는 충청남도 건설국 치수과 하천계장이고, 피고는 충청남도지사이다. 피

고는 ① 원고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부하에 대한 지휘와 감독능력이 현

저히 부족하며, ② 1972년 실시한 소하천 정비사업의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 위 사업이 부실공사가 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③ 1973년

치수사업 계획도 조사 및 계획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122)은 직위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① 원고가 훈계와 경

120)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제58조(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121)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누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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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근무성적평가가 토목직 3급 갑류 승진후보자 11명 중

10위였고, ② 1972년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감독 소홀로 공정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저조하며, ③ 1973년 치수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개수

하천이 연결된 사진을 첨부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50여일이 지나도록 이를 첨

부하지 않아 치수계획책정의 차질을 초래하였으므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

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① 원고가 훈계와 경고를 받은 사안은 내용이 경미하며, 원

고가 승진후보자 11명 중에서는 10위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직급

분류의 공무원 수가 23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없고, ② 1972년 소하천 정비 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공정의 실적이 최상위

였으므로 공정 중 일부만을 따로 떼어 그 실적이 저조하였다고 해서 원고의

지휘감독이 현저히 부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1973년 치수사업 계획

과 관련하여 직속상사의 지시가 원고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치수계획책정

에 차질이 생긴 것을 원고에게 귀책 시키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부하에 대한 지휘와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다. 검토

이 사안은 원심과 대법원에서 직무수행능력 부족 여부의 판단이 달랐다. 이

는 어떤 경우를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

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영남대학교 사건123)

122) 서울고등법원 1975. 3. 4. 선고 73구259 판결

123) 대구고등법원 1992. 7. 30. 선고 91나4400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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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안의 개요

피고는 영남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영남대학교의 경영

학과 교수들이다. 영남대학교의 경영학과 학생들은 경영학과를 상경대학으로

부터 분리할 것을 주장하며 본관을 점거한 채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총

장실, 사무처장실 등의 기물을 부수고 오물을 뿌리며 신나를 반입하는 등 대

규모 시위(‘본관사태’)를 벌였다. 피고는 경영학과 교수들인 원고들이 학생들과

동조하여 계획적으로 본관사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

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본관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고, 원고들이 본관사태를 미리 막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교

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들에게 교원

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다. 검토

교수가 학생들의 시위를 막지 못하였다는 것을 두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

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학교에서 위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감행할 수 있

었던 것은 역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

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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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대학교 사건124)

가. 사안의 개요

피고는 조선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조선대학교의 교수이

다. 피고는 원고가 학생들의 학원민주화 운동을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심히 배

치되는 폭력 등의 방법으로 탄압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원고를 문제교

수로 지목하고 수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다(‘①직위해제’).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대

부분의 징계사유가 징계요구시효를 경과하여 징계의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

진하자, 피고는 다시 원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

량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고(‘②직위해제’), 징계의결요

구를 철회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①직위해제는 전제가 되는 징계의결요구의 철회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게 되었으며, ②직위해제는 학교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내시위, 수업거부

에 휩싸여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원고가 학생들로부터 별

다른 근거 없이 어용, 폭력교수로 지목받아 강의를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하였

거나 소요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

124) 광주고등법원 1993. 1. 19. 선고 92나359 판결. 상고심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

결은 아래 ① 직위해제는 피고가 이미 철회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① 직위해제의 무효를 확인

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을 각하하였으나, 나머지 직위해제의 적법여부에 관하여는 원심인 위 판결

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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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직위해제사

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검토

이 사안의 경우 당초 징계를 이유로 한 ①직위해제가 있었으나 징계시효가

도과하자 다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문제 삼아 ②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그

러나 ①직위해제와 ②직위해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를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

로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들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

곤 한다.

4. 철도공무원 사건125)

가. 사안의 개요

원고는 철도차량의 중수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는 철도청 부산

철도차량정비창장이다. 원고는 정비창 내로 주류를 반입하여 직원에게 판매하

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정비창 내에서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직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였다는 사

125)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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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직무수행능력 부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검토

이 사안 역시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

로 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다.

Ⅱ. 직권면직 사례

1. 서울시 공무원 사건126)

가.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는 서울시장이다.

서울시는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고 업무실적이 부족한 공무원들을 현장

시정지원단으로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당시 현장지원단 발

령 대상자의 선발 기준은 ① 상시기록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선발(상시기록

평가 하위 10%, 최근 근무성적평정 ‘양’ 이하 평정자 등 평상시 업무실적이

미흡한 직원), ② 공직윤리성이 미흡한 직원(감사관을 통해 적발된 각종 금품

수수․직무태만․상습적인 공무원 품위 손상자), ③ 헤드헌팅, 드래프팅 방식

에 의한 선발(각 실․국의 전출자에 대하여 3차에 걸친 드래프트 실시 후 잔

류자)이었다. 원고는 ① 드래프트 실시 후에도 잔류되었고, ②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현장시정지원단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원고가 업무수행

126)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8538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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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떨어진다는 근거로는 시설점검시 업무처리 속도가 느리고 공동업무 수

행을 꺼려한다는 점, 정시출근과 정시퇴근을 하고 병가 및 연가를 많이 사용

하여 성실성이 떨어진다는 점, 동료들과 대화가 없고 점심 식사를 혼자 하는

등 협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원고는 현장시정지원단의 1단계 교육과정 이수결과 74명 중 73위였고, 2단

계 과정 이수 결과는 9명 중 7위였다. 피고는 원고가 1, 2단계 교육과정 이수

성적이 최하위에 해당하고 근무수행태도의 개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연구과제로 기계설계안전관리 방안을, 수행과제로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자격증 취득을 부여하였다. 원고는 연구과제 보고

서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3.2점을 취득하였고,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 100

점 만점에 55점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① 직위해제기간 중 과제평가 결과(소방설비산업기사 시험에서 55점

을 받아 개별학습의 성과 미흡), ② 복무자세 개선도(1단계 교육과정에서 돌발

행동, 자율봉사활동 미수행, 2단계 교육과정에서 지참 1회, 직위해제기간 중

연락두절), ③ 직무수행능력(1, 2단계 교육과정 성적 최하위권,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과 조직생활 적응 곤란)을 들어 원고를 직권면직하

였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원고는 근무태도와 직무수행능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현장시정지원단 발령과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하지 않지만, 직권면

직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① 직권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 직권면직사유, 즉 ‘능력 또는 근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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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해당해야 하고, ㉯ 직권면직사유가 존

재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그런데 원고는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

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연구과제 평과보고에서는 보통 내지 우수한 평가를 받

았고, 소방설비산업기사 성적도 원래 근무하였던 분야와 다른 자격증이고 5개

월도 안 되는 기간을 부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55점이라고 하여 능력 또

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조직생활 적응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것을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또한 원고의 가정형편이나 원고 유사한 2명에 대해서는 부서복귀명령

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다. 검토

현장지원단발령을 받게 되면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 결과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지원단발

령 기준은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현장

지원단발령 기준 중 ‘공직윤리성이 미흡한 직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지 직무수행능력과는 무관하다. 또한 ‘헤드헌팅, 드래프팅 방식’에 의하여 선발

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도 의

문이다.

원고의 근무성적평정이나 현장지원단 교육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정시출근과 정시퇴근,

연가 및 병가의 사용을 업무수행능력 부족의 요소로 삼은 것은 법원에서 판시

한 바와 같이 적절하지 않다. 또한 동료들과 대화가 없고 점심 식사를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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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만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에도 동료들과 협조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정시출근․퇴근, 연가 및 병가 사용 등을 이유로 업무수행능력

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결국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위 판결은 직권면직의 사유가 ‘직무수행능력 부족’ 그 자체가 아니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직

무수행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

량권을 일탈․남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2. 노동청 공무원 사건127)

가.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피고는 5급 승진 후 4년이 경과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

고, 다면평가결과 원고는 37명 중 35위였다. 피고는 원고를 역량강화 대상자로

선정하고, ‘5급 역량강화과정 교육’과 ‘현장지원활동’을 실시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역량 강화 대상자들에 대해 종합의견 및 순위를 결

정하였는데, 원고는 5급 공무원 6명 중 4위였고, ‘전반적으로는 교육에 임하는

태도 및 참여도, 수행결과 등은 상당히 우수하며 변화가능성도 있으나 그 동

안의 관행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교

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시대의 흐름을

감안하여 젊은 직원들과 충분한 의사소통, 칭찬받는 관리자가 되도록 노력하

겠음’, ‘자신감 등이 손상되어 혼란스러웠으나 현장활동 수행기간을 거치면서

127)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3누10078 판결, 대법원 2015두3263(상고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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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찰하고 부족했던 부분이 보완되는 등 변화의 모습이 보임’, ‘현장활

동기간 동안 부족했던 점을 성찰하고 과거의 부족했던 행태 등을 개선하고 변

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며, 과제수행시 직원들의 도움 등으로 인하

여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탈피, 개선하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는 평가

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원고가 역량강화교육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변화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대상자 6명 중 4위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미흡’ 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역량강화 특별프로그램

대상자들의 교육 및 현장지원활동을 평가한 결과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

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연구과제와 수행과제를 부여하였는데, 연구과제 보고서

는 미흡 내지 불량으로 평가되었다. 수행과제는 학습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관식 필기시험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출제된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답안

을 제출하여 0점(175점 만점)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직무수행능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개전의 정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128)은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데, 피고가 직권

면직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

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

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항소심인 이 판결은 직권면직처분은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

128) 서울행정법원 2013. 2. 19. 선고 2012구합8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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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보았다.

다만 직권면직처분이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하여 위법하다고 보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은 다면평가가 직위해제나 직권면직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데, 다면평

가 결과를 근거로 직위해제 및 나아가 직권면직처분이 이루어졌다.

② 원고는 다면평가 결과 ‘중간관리직으로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목적도 ‘관리자 중심의 리더십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직위해제 대기기간 동안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부분은 중

간관리자로서의 리더십이다. 비록 이러한 역량 강화에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일반 직무수행능력 자체는 우수하거나 탁월하였고, 특히 정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장기근속자이므로, 보직을 변경하여 중간관리자로서의 직무 수행

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

③ 피고에게 원고의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수

단과 방법을 결정할 재량이 있으나, 평가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피고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원고를 평가하

는 방법으로 주관식․서술식 필기시험을 고지하고 근로기준법 등 4개 과목의

시험범위에 관하여 3주 전에 통지한 것은 아무런 법령의 근거와 선례에 근거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재량의 남용이다.

다. 검토

(1)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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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법원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

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을 참고하여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1두30687 판결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판례이고, 별

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

는다.129) 즉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의 동의(제70조 제2항)이나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제75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위 대

법원 2011두30687 판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

직 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원고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징계위원회의 의

결 과정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를 받았으며, 징

계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의 입장을 진

술하였다. 이에 이 판결은 별도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

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 다면평가의 가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를 규정하고 있

으나, 근무성적평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제28조). 또

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은 다면평가를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하고, 승진, 전부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129)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7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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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IV. 2).

이 판결은 현행 규정상 다면평가가 직위해제나 직권면직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다면평가를 근거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3) 보직변경의 선행

이 판결은 원고가 중간관리자 리더십이 부족하더라도 일반 직무수행능력 자

체는 우수하거나 탁월하였으므로 직권면직에 앞서 보직변경을 먼저 고려했어

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일반 근로자에 대해 해고에 앞서 배치전환을 고

려하는 등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3. 부산진구청 공무원 사건130)

가. 사안의 개요

원고는 부산진구청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는 부산진구청장이다.

원고는 동료 직원과 다툼을 벌이다가 과도를 꺼내들어 동료 직원에게 죽이

겠다고 하면서 휘두르다가 동료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엄중 주의조치를 받게 되자 수십 차례에 걸쳐 각종 국가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100만 원의 우편

환을 동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거 없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

획예산처장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민원인들로부터 업무처리지연 및 불친절 등을 이유로 여

130) 부산고등법원 2009. 3. 27. 선고 2008누50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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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차례 민원을 받았고, 소속 부서장의 평가에 의한 근무성적평점이 저조하여

승진대상에 들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을 업무부적격자로 선정하여 업무보조지원반에서 근무할 것

을 명하는 동원근무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업무보조지원반에서 청소, 문서정

리, 현장조사 등의 현장(협업)업무와 구정발전(특별)연구과제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업무보조지원반에서 근무 중 감사계 직원과 총무계장에게 각 수표로

50만 원을 제공하려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업무보조지원반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현업(현장)업무, 컴퓨

터 활용능력, 근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지식이

극히 미흡하여 제대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3개월간의 근무성적이 53.97점

으로 불량하며, 업무보조지원반 근무 중 관계 직원에게 금품을 수차례 제공하

는 등 정신자세가 극히 불량하고, 원만치 못한 성격으로 동료 사이에 협동심

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기간 중의 근무성적이 평균 55.91점으

로 극히 불량하고,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과 특별연구

과제 부여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개

선될 기미가 전혀 없으며, 업무보조지원반 근무 중 관계 직원에게 금품을 수

차례 제공하는 등 정신자세가 극히 불량하고, 원만치 못한 성격으로 직원 사

이의 화합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능력이 극히 부족하여 동료 직

원들이 함께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하였

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원고에 대한 동원근무명령이나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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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한 동원근무명령이나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다

툴 수는 없는데, 원고에 대한 동원근무명령이나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동원근무명령은 곧바로 직위해제처분을 하기 이전에 직

무수행능력을 평가함과 동시에 그 능력을 향상시켜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고, 임용권자의 보직명령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

며, 동원근무명령 및 직위해제기간 동안 부여된 연구과제의 수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서도 객관성․신뢰성․중립성 등을 현저히 해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다음으로 법원은 원고에 대해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

워 직권면직사유가 있고, 직권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평소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고 근무성적평정도 좋지

못하였던 점, 업무지원반 근무 및 대기근무기간 중의 근무성적도 좋지 못하였

던 점, 업무보조지원반 근무기간 중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동료들과 화합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인 총무계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려까지 한 점, 기존에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을 근거로 들었다.

다. 검토

(1)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와 기준

직위해제처분과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명령 기간 중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 제4항). 그러나 이 사건의 업무보조지원반에서의 동원근무명령과 같이 직위

해제 이전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명령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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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없다. 이 판결은 비록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임용권자의 보직명령권

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로 교육훈련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 사건 동원근무명령과 같은 교육훈련명령은 인사권의 행사로 가능하고,

바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보다 대상 공무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

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훈련명령은 근무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

을 가져오고, 나아가 교육훈련의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이익한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교육훈련명령이 불이익한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면 교육훈련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무부적격자의 선정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수립한 업무보조지원반 운영계획은 업무보조지원반을

설치 및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직권면직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

고 있으면서도 업무보조지원반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민원이나 근무성적평정에 비

추어 보면 원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여 보이므

로 원고에 대한 동원근무명령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동원근

무명령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교육훈련과 직무수행능력 향상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4항은 직위해제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

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 명령을 받

은 자에 부여되는 교육훈련은 그 내용, 기간 등에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

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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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수립한 업무보조지원반 운영계획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특별연구과제를 주 2건 이상 부여하고, 필요할 경

우 직무교육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특별연구과제는 창의력․기획력(20점),

실용성(20점), 노력도(20점), 편집력(20점), 정신자세(20점)를 평가요소로 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받은 민원이 업무처리지연 및 불친

절 등이었다면, 구청의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가 아닌 업무처리 숙지를 위한

교육이나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요

소인 창의력․기획력(20점), 실용성(20점), 노력도(20점), 편집력(20점), 정신자

세(20점)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

다.

4. 서기관 뇌물 사건131)

가.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서울시 서대문구청 소속 서기관이었고, 피고는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이다.

원고는 ‘구청장 등에게 부탁해 다음 번 승진인사에 배려해 달라’는 취지로

3,000만 원을 서대문구청장 비서실장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서대문

구청 인사계장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제3자뇌물교부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한편 원고의 부탁

을 받은 인사계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하였

다.

가칭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및 서대문구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

131) 서울고등법원 2006. 3. 31. 선고 2005누11908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두6444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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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고가 뇌물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승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공

직사회에서 퇴출할 대상이라고 선전하며 강도 높은 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청렴의무를 위반한 도덕성 결여로 말미암아 부하직원으로부

터 불신을 받아 부하직원에 대한 통솔력을 상실하는 등 현실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원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직위해제기간 동안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과제로서 ‘신뢰받는 공직

자 상’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원고는 연구과제를 작성하여 2004. 6. 18.

14:00경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그 날 바로 인사위원회에 직권면직 동

의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뢰상실로 인한 통솔력, 지도력 상실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부하직원들의 계속적인 반발이 예상되어 상사로서의 직

무수행능력이 더 이상 향상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를 직권면직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원고는 연구과제 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가 내부결재를 마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행한 징계업무편람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업무편람은 징계업무를 처리하는 실무

자들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마련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징계업무

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다고 보았다.

원고는 이미 제3자뇌물교부죄로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았고, 피고가 사

유로 삼은 부하직원의 반발 등은 직무수행능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렴성, 공정성 등에 대한 신뢰가 이미 상실 또는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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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이 원고 자신의 잘못에 의하여 비

롯된 것으로서 책임을 달리 귀속시킬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

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랑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 이후 이

러한 상황에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상 원고가 연구과제를 성실히 작성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향상되었다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뇌물제공금액, 그 이후 원고의 승진, 원고의 부하직원으

로서 원고의 부탁으로 뇌물을 전달한 인사계장이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

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당연퇴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처분

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검토

직권면직의 전제가 되는 직위해제와 징계는 성질을 달리한다. 그런데 이 사

건 직권면직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제3자뇌물교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

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직권면직의 사유로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뢰상실로 인한 통솔력, 지도력 상실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부하직원들의

계속적인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원고가 부하직원들로부터 신뢰

를 상실한 것은 원고의 비위행위 때문이고, 원고가 그 외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부하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

다. 또한 피고는 직위해제기간 동안 원고가 작성한 연구과제를 제출한 당일에

바로 인사위원회에 직권면직 동의를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작성한 연구과제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거의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제3자뇌물교부 행위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

고, 원고에 대한 청렴성, 공정성 등에 대한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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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어 원고에 대한 공무원 지위를 유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판결도 이러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는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처분을 통하여 공

무원의 지위를 박탈하였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비위행위를 문제 삼는 것임에

도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제6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Ⅰ. 문제점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자의적 기준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박탈

할 수 없도록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기준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판단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 근무성적평정을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근무성적평정을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서울시 공무원 사건, 서기관 뇌물 사건 등과 같이 근무성적평정과 무

관하게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

서 ‘직무수행능력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컨대 치수과 하천

계장 사건에서는 원심과 대법원이 직무수행능력 부족 여부에 대해 달리 판단

하였다. 또한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 사건과 같이 적법한

연가 및 병가 사용 등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에 대해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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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또는 직권면직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징계와 달리 직위해제에는 징

계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인사권의 행사로서 재량의 여지가 더 커서, 징계 사

안에 대하여 징계가 아닌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직위해제로의 도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132) 예컨대 철도공무원 사건, 서기관 뇌물 사건은 모두 실질

적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특히 조선대학교 사건은 징계시효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자의적으

로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유를 문제 삼아 직권면직처

분을 할 수 있고, 결국 공무원이 인사권자, 더 나아가 집권세력의 영향을 받게

되어 공무 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Ⅱ. 개선방향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이 극히 나쁜 자’를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

다. 그 기준은 근무성적평정을 중심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무성적

평정 제도의 취지가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

관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에서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게 되면, 근무성적평

정이 평정자에 대한 추종으로 귀결되어 결국 공무원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133) 특히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및 직권면

직으로 이어진다면 더더욱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32) 조성혜, 「근로자의 직위해제에 관한 비판적 검토」, 비교법연구 7권, 2006, 131쪽

133) 이용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2003,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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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이와 성질이 유사

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저성과자 선정 기준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다음과 같

은 저성과자 선정 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소들을 근무성

적평정에 도입한다면 근무성정평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다.

1. 평가 목적의 구체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

하여 이루어지고, 근무성적평정은 승진임용․교육훈련․보직관리․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된다(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2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은 주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13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제18조에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장에서

는 근무성적평정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하여 구체적

으로 정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을 기대하는 평정대상자들 및 평정자의 온정주의와

결합하여 경력이 오래된 순서대로 좋은 평정을 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결국

근무성적평정이 형해화된다.135)

따라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의 전제가 되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기준을

근무성적평정을 중심으로 규정하고(예컨대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134) 이해종, 「공무원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2014, 58쪽

135) 이용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2003,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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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근무성적평정의 목적에 직무수행능력 부족 여부 판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상대평가의 완화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성과계약 등 평가와 근무성적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평가방식, 특히 최하위 등급에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을 할당하

고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

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근무성적평정이 승진, 성과급 지급 등의 기준이기도 하

므로 전면적으로 절대평가를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

도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최하위 등급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강제적으로 할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다면평가의 도입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은 공

무원에 대한 다면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지침의 다면평가는 근무성

적평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하고, 승

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직위해제 및 직권

면직의 근거로는 활용될 수 없다(노동청 공무원 사건 참조).

즉 근무성적평정만을 놓고 보면 평가자로 상급자만이 규정되어 있어 상급자

가 일방적으로 하급자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자를 복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근무성적평정 자체에 다면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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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징계에 대한 검토

제1절 개관

Ⅰ. 징계의 의의

징계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에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공무원관

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136)

Ⅱ. 징계사유

1. 징계사유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1호). 국

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은 일반적․추상적 행정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뿐만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집행명령(훈령, 지침, 유권해석 등)을 포함한

다.137)

②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제2호). 공무원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이나 훈령에서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공공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

도록 적법․타당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성실하게

136) 김향기,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그 불복방법」, 토지공법연구 제19집, 2003, 505-506쪽

137) 법제처,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연구(국가공무원법 주해)』, 2006, 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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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지 않은 경우이다.138)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66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친절․공정의무, 종교중립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이 직무상 의무에 해당한다.139)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위신손상(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2.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 및 징계사유의 승계

징계는 공무원관계에서 부담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계

사유는 공무원 재직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다.140) 그러나 임용전

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

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다.141) 또한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이전의 다

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

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

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

로 본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 3항)142).

138) 법제처,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연구(국가공무원법 주해)』, 2006, 385쪽 

139)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사정책과, 『공무원 인사실무』, 2011, 726쪽 

140) 김향기,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그 불복방법」, 토지공법연구 제19집, 2003, 507쪽

141)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14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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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9

조). 이 중 공무원관계의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파면․해임이다. 파면․해

임의 효력에 관하여는 징계의 효력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 시

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파면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

7호), 퇴직급여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1/4, 5년 이상인 사람은 1/2

감액된다(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

호).

해임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

8호),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된다.

한편 징계사유가 금전 등 이익 취득 또는 제공, 예산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등인 경우에는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

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143).

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

하는 법령상의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章)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

다.

14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

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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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징계의 절차

1. 징계의결의 요구

가. 징계의결요구자 및 징계의결요구의 성격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징계 의결 요구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4항). 대통령

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

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1항). 한편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

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

야 한다.

⑤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

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 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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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

결등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

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

가 없으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2, 3항)144).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재량이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145)

나. 징계의결등 요구서 송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

위 규정은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하여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징계의결요

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진행하면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혐의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144) 공무원 징계령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의자ㆍ관련

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

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

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145)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도1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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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146)

다. 징계시효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

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이와 같은 징계시효제도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

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

를 존중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147)

단 감사원의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징계시효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

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징계시효가 끝나는 것

으로 본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징계처분이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

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

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징계사유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일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

은 그 최종적인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148) 한편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뇌물을 공여한 때

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149)

146)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147)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148)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149) 대법원 1990. 5. 22. 선고 7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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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위원회

가.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된다(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 중앙징계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징계 등

사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

을 요구한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징계 등 사건, 중앙행정기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중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2항)150).

보통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 관할 사건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150) 공무원 징계령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

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1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이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가. 5급 이상 공무원

나. 전문경력관 가군

다. 연구관 및 지도관

라. 우정2급 이상 공무원

마.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사.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

다)을 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3.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가. 6급 이하 공무원

나.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우정3급 이하 공무원

마.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한시임기제공무원

사.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

라 한다) 요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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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3항).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공무원 징계령 제3조 제1항), 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1항). 보통징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두되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다(공

무원 징계령 제4조 제2항).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

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

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1항).

나. 징계위원회에의 출석 및 심문․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

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공무원 징

계령 제10조 제2항).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

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

이라 할 것이므로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나, 출석통지는 소

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족하며,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혐

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151)

15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9961 판결 



- 89 -

징계 등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3항). 징계 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

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4항).

징계 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 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5항).

징계 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

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나, 징계 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

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

7항).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 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1항). 징계 등 혐의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

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2, 3항).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4항).

다. 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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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

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징계의결의 기

한을 규정한 것은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후임자의 충원 등에

의해 행정작용이 계속적으로 원활히 행해지도록 하는 등으로 행정법관계의 장

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므

로, 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징계의결이 위법한 것

은 아니다.152)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에

대하여만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

계의결을 할 수는 없다. 다만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징계 등 혐의

자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무

단결근 일수를 징계사유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153)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족

하고, 그 비위사실들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어떤 조문을 위반하였는지를 일일이

적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154)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공무원 징계령 제12

조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파면 또

는 해임 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와 징계처분등의

152)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9096 판결 

153)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154)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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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라. 징계절차의 중지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

1항).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3. 징계처분

징계처분 등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

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징계처분은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징계처분권자로

하되, 파면 및 해임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임용의 범위에 속하므로 임용

권자를 처분권자로 정한 것이다.155)

징계처분권자는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국가공무

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반드시 처

분을 해야 하는 법적 기속을 받는다.156) 단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

155) 김향기,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그 불복방법」, 토지공법연구 제19집, 2003, 519쪽 

156) 법제처,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연구(국가공무원법 주해)』, 2006, 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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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2

조 제2항).

징계처분권자는 징계 등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하여야 하고,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

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공무원 징계령 제19조).

Ⅴ. 징계양정

징계사유를 형량하여 징계 종류를 정하는 것을 징계양정이라 한다.157) 공무

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

사하여 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

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

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

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158)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징계기준(별표 1),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별

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별표 1의4),

징계의 감경기준(별표 3)등을 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후술한다.

한편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57) 법제처,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연구(국가공무원법 주해)』, 2006, 388쪽

158)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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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미 전에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징계시

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춘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의무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된 의무 위반 등인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 2항)159).

또한 어떤 행위가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

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

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

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

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

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적극행정’이라

한다)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공무

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160),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159)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2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

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

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160)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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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

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3항)161).

반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

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2단계 위의 징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

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162)

제2절 징계해고

Ⅰ. 징계해고의 의의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

한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6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

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62)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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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징계와 유사하게, 일반 사기업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다. 기업의 존립과 운영에는 규율과 질서의 정립․유지가 불가결하므

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업의 존립․운영에 필요한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이에 대한 제재로 노동관계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계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징계에는 징계해고가 포함된다.163)

Ⅱ. 징계해고 사유

1. 취업규칙 등의 규정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를 들어 징계해고를 하려면 그 사유가 근로계약․취업

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등

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164)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당초

의 징계해고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 징계해고사유로 삼았던 것

과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새로운 사유를 포함시켜 판단할 수는 없

다. 다만 당초 징계해고사유로 삼지 않았던 사유라도 징계처분 전후의 사정은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165)

2. 징계해고사유의 적법성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해고의 요

건인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163) 임종률, 『노동법』, 제14판, 2016, 511쪽

164)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14, 353쪽

165)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14, 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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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무관하거나,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166)

3. 징계 양정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사유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가

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결국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다.167)

4. 유형별 징계해고사유

가. 학력․경력 사칭

판례는 종래 사용자가 사전에 경력 사칭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인지에

따라 징계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왔다.168) 이러한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

계’를 기준으로 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는 여러 비판이 있었다. 판례의 태도

는 결국 근로기준법이 해고에 있어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를 ‘가정적 인과

관계’로 대체하여 해고 당시가 아닌 고용 당시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이 아닌

사용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169)

이러한 비판에 따라 학력․경력 사칭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166)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14, 356쪽

167)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14, 356쪽

168) 대법원 1968. 10. 2 8. 선고 85누851 판결 등 

169) 이미선, 「경력 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대법원판례해설 제93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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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

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오게 되었다.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

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

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

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

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

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70)

나. 불성실한 근무태도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아 해고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171)

다. 인사이동에 관한 명령 불응

전근․전보․전직 등 인사이동에 관한 명령 불응이 징계해고사유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는 인사이동명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172)

라. 업무상 지시 위반

170)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171)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14, 362쪽

172)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14, 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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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지시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업무상 지시가 근로계약․취업규

칙․단체협약이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것인지에 달려 있다.173)

마.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 행사

취업규칙 등에서 직장동료 또는 상사 등에 대한 폭력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다만 폭력행사를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

당하지 않아야 한다.174)

바. 중대한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절도, 손괴 등의 범죄행위를 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175)

사. 사생활에서의 비행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 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

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176) 기업

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

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

173)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14, 366쪽

174)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14, 369쪽

175)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14, 370쪽

176)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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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

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177)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불륜․간통은 사생활 상의 비위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사업장으로 찾아와

소란을 일으키거나, 사업장 게시판에 글을 올려 다수의 직원들이 이를 인지하

게 되는 경우와 같이 기업질서와 근무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는 징계해고가 가능하다.178)

성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생활 상의 비위행위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나, 성매매가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진 경우, 주된

고객층이 청소년이거나 소속 직원 중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있고 이

들을 지휘 감독하는 근로자가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징계해고

가 정당하다.179)

퇴근 후 음주 및 도박의 경우, 음주는 다음날 근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도박은 직무 집행과 특별한 관련성이 없

기 때문에 1회적이라면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음주 및 도박이 상습적으

로 행해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도박이 이루어진 경우,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습 도박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180)

아. 겸직 금지 위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177)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

178) 박성미, 「사생활 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조세 293호, 2012, 160-161쪽

179) 박성미, 「사생활 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조세 293호, 2012, 162-163쪽

180) 박성미, 「사생활 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조세 293호, 2012,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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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

서 노무제공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장시간의 겸직, 경쟁회사에 취임하는 경우

등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181)

자. 업무 외 활동 금지 위반

사업장에서 업무 이외의 활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이에 위반한 것을 징계해고 사유로 삼

을 수 있다. 그러나 위 활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그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182)

차. 쟁의행위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해고사유의 당부도 판가름 난다.183)

카.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

181)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14, 371쪽

182)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16, 356쪽

183)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16, 3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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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제14조 제5항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징계등의 조치’로 징계해고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개별 사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은 대체로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

게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복무규율 위반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라는 해고 규정 및 이와 유사한 규정들로 포섭된다.184) 남녀고용평등법 제14

조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정당함은 분명하다.185)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고 근로자의 구제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186) 즉 피해자의 근로할 권리가 가해자의

해고 없이도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주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187)

Ⅲ. 징계해고의 절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의 사전 통지, 변명의 기회 부여, 징계

위원회 등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구성, 재심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 절차에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

이다.188)

184) 정지원, 「성희롱의 법적 개념과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기준」, 젠더

법학 제2권, 2010, 184-185쪽

185) 정준영,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대법원 판례해설 77호, 2009, 773

쪽

186) 정준영,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대법원 판례해설 77호, 2009, 854

쪽

187) 정지원, 「성희롱의 법적 개념과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기준」, 젠더

법학 제2권, 2010, 186쪽

188) 임종률, 『노동법』, 제14판, 2016, 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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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변명과 소명

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더라도 징계대상자가 스

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상 하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189)

제3절 유형별 징계기준과 구체적 사례

국가공무원법 제7장은 공무원의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제1, 1의2, 1의3, 1의4호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의 여

러 의무 중 실제로 문제될 여지가 거의 없는 선서의무(제55조)와 외국 정부로

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 허가를 받을 의무(제62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위반 시의 징계기준 및 구체적 사례(다만 공무원 관계

를 소멸시키는 파면․해임 처분 이외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징계기준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있

으므로 함께 검토한다)를 살핀다.

Ⅰ. 성실의무 위반

1. 성실의무의 내용과 징계 기준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이와 같은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

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189)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14, 3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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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

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

우

 가. 「국가공무원법」 제

78조의2 제1항 제2

호(예산기금 등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

는 유용)․에 해당하는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

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

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

행위의 신고·고발 의

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다.190) 성실의무

는 그 문언상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191) 그러나 직무수행과 관련

된 것이라면 근무시간 외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 있다.192)

성실 의무 위반의 유형과 징계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

칙 제2조, 별표1).

190)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191) 문중흠, 「징계처분과 재량통제에 관한 연구 - 재판례를 통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사법

논집 제54호, 2012, 394쪽

192) 대법원 1997. 2. 1. 선고 96누2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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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

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아. 성과상여금을 거짓이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자.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구체적 사례

가. CNK 다이아몬드 사건193)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로 에너지자원외교 관련 대내외 업무 및 협상

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외교부장관이다.

원고는 CNK측이 카메룬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 광상개발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카메룬 정부에서 CNK측에 다이아몬드 광상

개발권을 부여하자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을 기재한 제1차 보도자료를 배포

하였다. 그런데 그 후 언론에서 다이아몬드 매장량 및 광상개발사업의 경제성

여부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외교통상부가 제1차 보도자료를 통해 섣불

리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을 발표하여 주식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하

자, 제1차 보도자료는 카메룬 정부의 발표에 근거한 것이고 매장량을 카메룬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제2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

후 제1, 2차 보도자료로 인해 CNK 주식이 폭등하여 CNK 주식을 보유한 원

19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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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친․인척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피고는 ① 광상 개발에 관한 에너지협력 외교 추진의 부적정(‘제1징계사유’),

② 보도작성 및 배포업무의 부당처리(‘제2징계사유’), ③ 직무관련자 또는 친․

인척 주식거래 부적정(‘제3징계사유’)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 대해 강등처

분을 하였다.

한편 검찰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

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기소하였으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194)

(2) 법원의 판단

제1심195) 및 항소심196) 법원은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제1, 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았다.

① 먼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고위 외교관으로서 어느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재량이 있고, 그와 같은 재량

적 판단은 당시 정부의 정책, 산업 분야의 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요

소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그와 같은 결정 및 이

에 따른 지원활동을 섣불리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운데, 다이아몬드 광상 개

발이 지원할 가치가 있는 기업활동이라고 본 원고의 판단이 명백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②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공무원은 사

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보도자료의 배포로 인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상장법인의 공시사항에 관한

1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3고합160, 2014고합413(병합), 812(병합) 판결, 확정

195) 서울행정법원 2015. 3. 13. 선고 2013구합12058 판결(강등처분취소)

196)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누39172 판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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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다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원고는 CNK 측

보고서의 매장량이 예상매장량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이미 받았고, 추가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추가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③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친․인척들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전

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친․인척들의 주식취득 시기나 당시 이미 CNK의

다이아몬드 광상 개발과 관련하여 상당한 언론보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친․인척들은 원고로부터 얻은 특별한 정보에 기해 주식을 매수하였다

기보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기초로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한편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제1, 2차 보도자료는 국정홍보 내지 외교부

에 비판적인 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

한 것이어서 비위의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비위행위는 징계기준

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징계기준에 따르면 위

유형의 비위에 대해 강등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았다.

반면 상고심인 이 판결은 제1징계사유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 원심과

달리 판단하였다.

① 먼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고위 공무원이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당시 정부의 정책, 산업 분야의 경제적 영

향 등 다양한 정책적 요소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며, 그 사업 추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사유만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우나, 그 지원 활동을 결정하는 공무원은

지원 대상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해당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

영의 투명성 등에 관하여 객관적 검증을 거친 후, 신뢰할 수 있는 사업에 대

하여 신중하게 지원 여부 및 지원 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과 행정



- 107 -

에 대한 공적 신뢰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

여야 하며, 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인 성실의무

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고는 광상의 매장량이 예상매

장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광상 개발 사업의 경제성․적정성 등을 객

관적으로 검증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CNK측의

재정상황, 사업의 운영계획 등에 관한 객관적 검증절차도 걸치지 아니하였으

므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② 다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하여, 원고의 행위로 인한 주식시

장의 혼란과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등

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3) 검토

이 판결은 공무원이 정책을 수립․시행하면서 부담하는 성실의무의 내용과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

된다. 그러나 성실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대법원과 원심의 판단이 갈렸던 점

에 비추어 보면 성실의무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징계사유로는 인정

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편 징계처분시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였는지, 징계사

유가 징계기준상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본 것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징계사유가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이 판결은 징계사유가 징계기준상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명시하지 않았으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고 보았다. 징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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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나. 유착비리 근절 지시 위반 사건

(1) 사안의 개요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사행성 게임장․도박

및 성매매업소(유흥업소 포함) 운영․종사자와 전화통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 포함), 면담, 회식 금전거래 등 일체 접촉행위를 금지하고, 시행 전 업무목

적 외 접촉금지대상자와 접촉사실이 있으면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자진신고

기간 경과 후 미신고 행위 발견시 유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유착비리 근

절을 위한 경찰 대상 업소 접촉금지 지시’(‘이 사건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몇몇 경찰이 이 사건 지시를 어겨 징계를 받게 되었다.

① 사건197) 원고는 유흥업소 업주와 119회(이 사건 지시 이후 19회)에 걸쳐

통화를 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그 업주가 운영하는 유흥업소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된 직후 6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유로 해임되었다.

② 사건198) 원고는 같은 유흥업소 업주와 113회(이 사건 지시 이후 14회)에

걸쳐 통화를 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

임되었다.

③ 사건199) 원고는 같은 유흥업소 업주와 56회에 걸쳐 통화를 하고도 이를

197) 서울행정법원 2011. 10. 7. 선고 2011구합88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누

37413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12819 판결(상고기각)

198) 서울행정법원 2011. 8. 18. 선고 2011구합9478 판결(해임처분 최소), 서울고등법원 2012. 2. 15. 

선고 2011누31675 판결(제1심 취소,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6438 판결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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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④ 사건200) 원고는 같은 유흥업소 업주와 8회에 걸쳐 통화를 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2) 법원의 판단

① 사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지시 자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지시 중 이 사건 지시 시행 이전의 접촉행위를 신

고하지 않으면 유착행위로 간주한다는 부분(이하 ‘시행 전 접촉 신고 부분’)은

비위의 실체나 정도를 넘어선 징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지시 시행 이전의 접촉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흥업소 업주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업무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

의 품위를 손상케하는 행위로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고 보았다. 또한 통화 횟수가 많고, 112 신고 접수 직후 통화한 것은 단속

정보 유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전에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항소심 법원은 시

행 전 접촉 신고 부분도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것에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어

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고, 제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② 사건 제1심 법원은 경찰공무원이 단속 대상자인 유흥업소 운영자와 수시

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이 사건 지시 이후에도 유흥업소 운영

199) 서울행정법원 2011. 9. 1. 선고 2011구합11075 판결(감봉 1월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4308 판결(제1심 취소,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8403 

판결(상고기각)

200) 서울행정법원 2011. 9. 1. 선고 2011구합4336 판결(견책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4. 12. 

선고 2011누34278 판결(제1심 취소, 원고 청구 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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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전화통화를 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흥업

소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의 불법적인 목적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3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하며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원고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았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통

화를 한 유흥업소 업주가 성매매 유흥업소 운영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이고, 이 사건 지시를 어기고 이러한 자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행위는 경

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

며, 이전에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③ 사건 제1심 법원은 시행 전 접촉 신고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지시

시행 이전의 접촉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

다. 또한 통화한 사람이 유흥업소 업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연락을 주고받았

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경찰공무원이 유흥업소 업주와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락의 경위, 동기나 이유 등을 묻지 아니한 채 섣불리 연락행위를

비난할 수만은 없으므로 이 사건 지시 이후 접촉행위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즉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

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시행 전 접촉 신고 부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지시를 위배하여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통화 상대방이 유흥업소 주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유흥업소 주인인 사실을 알면서 전화통화를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일

반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업무가 가지는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품도록 하여 경

찰공무원이 가지는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고 보았다. 한편 원고가 표창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각종 불

법행위를 저지른 유흥업소 업주와 전화통화를 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징계재량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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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④ 사건 제1심 법원은 ③ 사건 제1심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시행 전 접촉 신고 부분이 적법하고 이 사건 지시를 위배하여 접촉사

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유흥업소

업주와 심야시간 대의 통화를 포함하여 빈번히 접촉한 것은 그 자체로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경찰업무가 가지는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품도록 하여 경

찰공무원이 가지는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성실의무를 위반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흥업소 업주와

전화통화를 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처분이 경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3) 검토

이 사건에서는 징계사유로 성실의무 위반이 제시되었고, 결국 모든 사건에

서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판시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실질적으

로는 복종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사건 지시의

적법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이 사건 지시가 적법하면 이 사건 지시를 따르

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되고, 이 사건 지시가 위법하다면 이 사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복종의무위반을 판단하는

구조와 동일하다. 한편 유흥업소 업주와의 통화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는 근거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점을 적시하였는데, 이는 실질

적으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① 사건을 제외하고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의 구체적인 유착행위를 하였

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유흥업소 업주와 전화통



- 112 -

화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고, 복종의무 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

으로 보인다.

한편 ① 내지 ④ 사건은 모두 이 사건 지시를 위반하여 동일한 유흥업소 업

주와 전화통화를 한 사안이었는데, 통화횟수에 따라 견책처분부터 해임처분까

지 징계양정이 달랐다. 그러나 징계처분 과정에서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어떠

한 요소를 고려하였는지, 징계사유가 징계기준상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본 것

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법원의 판단에서도 비난가능성, 종전 징계 전력 등

을 고려하였고 징계기준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 서류가방 등 절취 사건201)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경찰공무원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다. 원고는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전

동차 선반 위에 올려져 있던 원고의 가방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서류

가방 및 장우산을 가지고 하차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타인 소유의 서류가방

및 장우산을 절취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와 관련하여, 원고는 타인의 가방 및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

201) 서울행정법원 2011. 5. 4. 선고 2010구합46722 판결(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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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착각하여 가지고 내린 것일 뿐 절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타인의 가방 및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만취상

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 스스로도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무렵 서

류가방과 장우산이 타인 소유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유실물분실

센터나 지하철승무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지하철 화장실에 가방을

놓아두고 가버린 점 등을 근거로 절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

하였다.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자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

렀고, 이러한 절도 범행은 징계기준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3) 검토

이 사건 당시 원고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 중이어서 근무 중이 아니

었고, 서류가방 및 우산 절취 행위는 원고의 직무수행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직무수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202)

한편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이 아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

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이 적용되는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의 징계기준도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기준과 유사하게 의무위반행위의 과실 및

정도를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

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202) 문중흠, 「징계처분과 재량통제에 관한 연구 - 재판례를 통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사법

논집 제54호, 2012, 397쪽도 같은 취지



- 114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나누고 있

다.

이 사건의 경우 징계처분 과정에서 징계재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소를 고

려하였는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징계기준상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본 것인지

는 나타나 있지 않다. 법원에서는 징계기준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절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

호해야하는 경찰공무원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

문이다.

Ⅱ. 복종의무 위반

1. 복종의무의 내용과 징계 기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국

가공무원법 제57조). 직무명령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상관이 발하는 일체

의 명령을 말하고,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203) 그러나 명

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은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거부하여야 한다.204)

복종 의무 위반의 유형과 징계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

칙 제2조, 별표1).

203) 문중흠, 「징계처분과 재량통제에 관한 연구 - 재판례를 통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사법

논집 제54호, 2012, 401쪽

204)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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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

우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구체적 사례

가.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 사건205)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경찰공무원이고, 피고는 서울서초경찰서장이다. 피고는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동안 공직자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를 금지하였

고, 음주금지령, 복무기강확립 등에 관하여 특별교양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대

학원 선배와 술을 마신 다음 함께 택시에 탔는데, 뒷좌석에 앉아 있던 선배가

구토를 하였고, 택시기사와 세차비를 두고 시비가 붙었다.

피고는 원고가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에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

분을 하였다.

205)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5구합3102 판결(감봉 1월 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5누47722 항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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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서 원고의 행위로

경찰 전체가 비난받을 수 있었던 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엄정한 징계가 필

요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3) 검토

이 사건의 경우 징계사유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제시

되었다. 이와 같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다른 의무 위반과 중첩적으

로 제시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원고가 술을 마신 시간은 근무시간 외로 보이고, 근무시간 외에 술

을 마신 것 그 자체만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

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를

금지한 것을 직무 범위에 속하는 명령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복종의무 위반

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서도 징계처분 과정에서 징계재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소를 고려

하였는지, 징계사유가 징계기준상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본 것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법원에서도 징계기준상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시하지 않았다.

나. 검사장 기자회견 사건206)

(1) 사안의 개요

206)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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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검사장이고, 피고는 법무부장관이다.

대전 지역 판․검사, 법원 및 검찰 직원들이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

고 소개료를 받아왔다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었다(이른바 ‘대전 법조 비리

사건’). 원고는 변호사의 장부에 사건 소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사건 소

개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변호사가 원고에게 전별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물증은 없었다.

검찰총장은 원고에게 계속하여 사직을 권유하였고, 차장검사를 통해 원고에

게 ‘오늘 중 결심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와 대질할 수밖

에 없다. 결심이 서지 않으면 내일 오후에 대검에 출석하여 대질신문을 받도

록 하라.’는 말을 전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원고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

탈하여 서울로 갔고,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검찰수뇌부는 검찰조직과 후배 검

사들을 담보로 권력에 영합하여 개인의 영달을 추구해 왔다. 대전 사건 수사

는 구속 상태에 있으면서 사회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아 심리적 공황상태에 있

는 변호사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 옥석을 가리지 않고 판․검사들을 무차별적

으로 공격해대는 소위 마녀사냥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두고

검찰총수와 수뇌부가 특정인을 선별하여 제거하기 위해 변호사와 야합하여 소

위 빅딜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였

다.

피고는 원고가 ① 대검찰청에 출석하여 대질조사를 받으라는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여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였고, ②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

으로 이탈하여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였으며, ③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물의

를 야기하고 검찰의 지휘체계를 훼손하는 등 검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검

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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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207)은 먼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차장검사 지시의 주된 취지

는 대질신문을 위한 출석명령이라기보다는 사표 제출의 권유 내지 종용에 있

으므로 직무상 출석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②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③ 기

자회견도 검찰동일체 원칙이 채택되어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검찰 조직의 특

성, 원고가 고등검사장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시킬 책임이 있는 점, 원고의 기

자회견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로서의 체

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원고가 전별

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것인데 조사 결과 원고의 비리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를 징계사유로조차 삼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수적․지엽

적인 사유만으로 행해진 징계처분인 점, 원고가 오랜 시간 동안 검사로 근무

하며 큰 공적을 쌓은 점 등을 고려하면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

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미 후속 인사가 단행되어 원고보다 사법시험 기수가 후배인 검찰

총장이 임명되었고, 징계결정을 한 징계위원 중 상당수가 검찰 중요간부직을

맡고 있는데, 상명하복 원칙이 지배하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원고가 복직하게

되면 검찰 사무의 수행과 검찰 조직의 안정에 적지 않은 장애가 대두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

지 않다고 보아 사정판결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208)은 먼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검찰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내사 업무는 검찰사무에 속하므로, 검찰총장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하여

207) 서울행정법원 1999. 9. 7. 선고 99구13849 판결(면직처분청구 기각)

208) 서울고등법원 2000. 8. 22. 선고 99누13699 판결(제1심 취소, 면직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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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위한 출석 명령 등의 직무상 명령을 할 수 있고, 원고가 이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② 근무지 이탈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

다. ③ 기자회견에 관하여도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를 인정하였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도 제1심과 유사한 이유로 재량권을 일

탈․남용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1심에서 말하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으

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사태는 검찰 내부에서 슬기롭게 조정, 극복해야할 문

제로서 사정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면직처분을 취소하

였다.

상고심인 이 판결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대질신문을 받기 위하여 대검

찰청에 출석하는 행위는 검찰사무 또는 검찰행정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출석명령은 원고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

로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위

반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② 근무지 이탈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였다. ③ 검사가 외부에 자신의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

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검찰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검찰권 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는 그 내

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검찰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검

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그 발표 내용 중에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그 표현이 개인적인 감

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국

민들로 하여금 검사 본인은 물론 검찰조직 전체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신

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

험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발표행위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

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자회견을 징계사유

로 인정하였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와 사정판결 가부에 대해서는 항소심

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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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

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3) 검토

이 판결은 공무원이 복종하여야 하는 ‘직무상 명령’이 직무범위 내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판결은 상사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선례

로서 이후에도 유사한 사안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논거로 인용되

고 있다.

Ⅲ. 직장 이탈 금지 위반

1. 직장 이탈 금지 의무의 내용과 징계 기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의 유형과 징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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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구체적 사례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을 인정한 사례로는 ① 뇌물 사건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3개

월 동안 직장을 이탈하고 출근을 하지 않은 사례209), ② 연가신청에 대한 허

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210) 등이 있다.

Ⅳ. 친절․공정 의무 위반

1. 친절․공정 의무의 내용과 징계 기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은 직무 수행시 인권을 존중하며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

조).

공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

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해 행

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고(제4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

여야 하며(제5조), 가족을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

고(제5조의4), 가족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제5조의5), 퇴직자와 사적

접촉시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5조의6),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고(제8조),

209)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3666 판결

21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2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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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인사 청탁을 하거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제9조). 이러한 행동

강령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친절․공정의무 위반의 징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

칙 제2조, 별표1).

2. 구체적 사례

친절․공정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로는 수사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수사방향

을 미리 알려 추가고소를 하도록 종용한 사례211) 등이 있다.

Ⅴ. 비밀 엄수 의무 위반

1. 비밀 엄수 의무의 내용과 징계 기준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21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250 판결



- 123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

의 정도가 약

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

우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

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

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

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정부나 국

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212)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의 유형과 징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2. 구체적 사례

21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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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엄수 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로는 청와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이 초소근무요령 등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고 상용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USB에 저장하여 교부한 사례213) 등이 있다.

Ⅵ. 청렴 의무 위반

1. 청렴 의무의 내용과 징계 기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

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은 공무원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

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

여서는 대가성을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제2항). 다만 하급 공직자에 대한 위로․격려․포상금, 경조사비․선물

등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가 있다(제8조 제3항).214)

213) 서울행정법원 2011. 1. 21. 선고 2010구합27431 판결, 확정

214)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

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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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도 청탁금지법과 동일한 내용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14

조)뿐만 아니라 이권 개입 금지(제10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제13조)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15)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

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

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

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

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

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215)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

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

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

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

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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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 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

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

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

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청렴의무 위반의 징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

조, 별표1의2).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

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

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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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

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

한 처분을 한 경우

2. 구체적 사례

청렴 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로는 ① 차량을 이용한 절도 피의자에게 운전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으로 금품제공을 유도하여 100만 원을 수

수한 다음 절도사건을 축소하여 처리한 사례216), ②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윤

락행위를 시키다가 단속된 피의자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고 윤락행위 부분

에 관하여는 수사하지 아니하여 사건을 축소 처리한 사례217), ③ 경찰들이 관

내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불법영업 묵인 및 단속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진 사례218), ④ 교통단속경찰관이 교통법규위반자로부터

만 원을 받은 사례219), ⑤ 경찰공무원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던 사건관계인으

로부터 20만 원을 수수한 사례220) 등이 있다.

위 ④ 사례는 금품 수수 액수가 비록 만 원이더라도, 운전자에게 적극적으

로 돈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돈을 접어 건네주도록 전달방법

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며, 이름과 오토바이 번호를 기록하는 동승자에게

신고하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등에 비추어 보면 해임 처

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금품 등 수수 사

216) 서울행정법원 2011. 7. 13.선고 2011구합2125 판결(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 확정

217) 서울행정법원 2000. 12. 28. 선고 99구11751 판결(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1. 

10. 18. 선고 2001누1156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479 판결(심리기각)

218) 서울행정법원 2011. 4. 8. 선고 2010구합9778 판결(파면처분취소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1. 

10. 4.선고 2011누13066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두25999 판결(상고기각); 

서울행정법원 2011. 2. 16. 선고 2010구합10006 판결(파면처분취소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누10975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12. 6. 28.자 2012두7318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등

219)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해임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220)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두10687 판결(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

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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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대부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해임처분이 내려지고 있다.221)

Ⅶ. 품위 유지 의무 위반

1. 품위 유지 의무의 내용과 징계 기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이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다. 구체적으로 어

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

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22)

헌법재판소는 품위손상행위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공무를 수

행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으므

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유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규정하거나 품위손상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며, 어떠한 공무원의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

양형의 단계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평가되어 각각 다른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고 보았다.223)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

221) 문중흠, 「징계처분과 재량통제에 관한 연구 - 재판례를 통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사법

논집 제54호, 2012, 409쪽

222)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223)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43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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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

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경

과실인 경우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

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퍼센트 미만인 경우

감봉 - 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
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
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
을 말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
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
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
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
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
병을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정직 - 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
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정직 - 감봉

칙 제2조, 별표1).

한편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

되어 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3).



- 130 -

을 한 경우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
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
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
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
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
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
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음 주 운 전
으로 인
적 · 물 적 
피 해 가 
있는 교
통 사 고 를 
일으킨 경
우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정직 - 감봉

중상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해임 - 강등

사고 후 「도로교통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
은 경우

파면 - 정직

운 전 업 무 
관련 공
무 원 이 
음 주 운 전
을 한 경
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
은 경우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
은 경우

강등 - 정직

2. 구체적 사례

가. CCTV 삭제 사건224)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

이하 ‘진도 VTS')에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서해해양

경비안전본부장이다.

피고는 세월호 사고 이후 원고가 ① 세월호와 교신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정

224)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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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지역구조본부에 전파하지 않아 적절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지 못하게 하였

으며(‘제1비위행위’), ② 야간에 섹터별로 관제요원을 두어야 함에도 1명의 관

제요원이 두 섹터를 모두 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두었으며(‘제2

비위행위’, ‘직무유기 혐의’), ③ CCTV를 확인하면 야간 불법 근무사실과

CCTV 카메라 방향을 바꿔놓은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CCTV 카메라를

떼어내게 하였으며(‘제3비위행위’, ‘공용물건은닉 혐의’), ④ CCTV 영상이 공

개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을 두려워해 삭제지시를 하여(‘제4비위행위’, ‘공전자기

록등손상 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

고에 대해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직무유기 혐의, 공용물건은닉 혐의, 공전자기록등손상 혐의

로 기소되었는데, 원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다.225)

(2)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226)은 ① 제1비위행위는 해양사고 발생 시 준수해야 할 진도 연

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상황대응 매뉴얼 등을 위반한 것으로 성실의무, 복종의

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② 제2비위행위는 관제사들의

근무상황을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였어야 함에도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임

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형사판결에서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관리감독의무를 의

식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제3비위행위는 CCTV 카

225) 광주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5노139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노10640 판결

(검사 상고 기각)

226) 광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합285 판결(정직 3개월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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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가 고장난 것으로 인식하고 사무실에 보관해두었을 뿐이었으므로 은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제4비위행

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규칙에 따라 CCTV 영상파일

보존기간을 30일로 설정하여 그 기간이 지난 영상파일을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조치한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하여 제1, 2비위행위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혹은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감봉, 견책을 하여야 하고, 다수

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므로 징계감경을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

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였다.

항소심 법원227)은 ① 제1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는 해당하나, 매뉴얼

준수 등에 대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복

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② 제2비위행위에 대해 제1

심 법원은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만 보았다. ③ 제3, 4비위행위는 제1심과 동일한

이유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하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

칙상 제1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의 의무위반행위 유형에 해당

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정직에

해당하고, 제2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의 의무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견

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제1, 2비위행위는 징계사유의 경합이 있어 징계를 가

중해야 하는 사유와 훈장 등이 있어 징계를 감경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데, 징계사유의 경합 규정이 아닌 징계의 감경 규정을 적용함

227) 광주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누5128 판결(피고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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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당하고, 그에 따르면 정직 또는 감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처분

은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하고, 제3, 4비위행위가 징

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상고심인 이 판결은 ④ 제4비위행위에 대해 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규

칙에서 보존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당시 세월호 사건 이후 비상상

황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CCTV 영상자료가 세월호 사고의 원인규명 및 수습

에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는 이상 담당 공무원이 마땅히 이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이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규칙에서에서도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CCTV 영상자료를 삭제한 것은 성실의무 위

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하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

칙상 징계 경합으로 인한 가중과 훈장 등으로 인한 감경은 모두 임의적 가

중․감경사유인데, 징계권자가 가중․감경 규정을 모두 적용한 것이 징계양정

규칙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평등원칙 위반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처분이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지, 그 범위를 일탈한 경우 정당

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면 충분하고, 징계기준의 임의적인 적용까지 새

로 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에서 가중․감경 규정을 모두 적용

하면 최종적인 징계양정 범위는 강등․정직이고,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범

위 내에 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 판결

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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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법령 등에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마땅히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혔다. 담당 공

무원에 대해 마땅히 기대되는 행위를 모두 미리 법령 등에 규정해 둘 수는 없

고, 당시 상황은 CCTV 영상자료를 보존할 것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

이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타당하다. 한편 비위행위가 형

사상으로는 무죄라도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기준인 해양경찰공

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심급별로 위 규칙을 적

용한 방식이 달랐다. 이는 결국 징계처분 과정에서 제1 내지 4비위행위가 각

각 어느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징계기준상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았는지,

경합으로 인한 가중이나 훈장 등으로 인한 감경을 적용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징계처분 과정에서 어떤 의무를 위반하였

는지, 징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징계재량

을 일탈․남용하였는지 판단하여 재량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나. 경찰서장 기자회견 사건228)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서울강북경찰서장이고, 피고는 경찰청장이다.

원고는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

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과 같은 중대한 폐해를 낳을

228) 서울행정법원 2011. 6. 16. 선고 2011구합2927 판결(해임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누23650 판결(항소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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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성과등급 관리제를 고수하여 실적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경찰 조직 지

휘부를 지탄하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

고(‘이 사건 기자회견’), 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이 사건 언론인터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 사건 언론인터뷰로 인하여 언론에서

‘사상 초유의 항명․하극상 사태, 경찰 출신성분별 알력 다툼’ 등 부정적인 내

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결국 조직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진 경찰 조직에

서 지휘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조직원 내부갈등을

유발시켜 내부결속을 저해함으로써 경찰 고위간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성

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파면처분을 하였

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에 나아가 경찰 조직의 지휘부를 비판

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과 언론인터뷰를

한 것은 발언 내용,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

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발표 내용 중 객관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일부 표현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거나

과격하며, 내부보고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사견을 표명하는

기자회견 등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찰 조직의 내분으로 비춰질 만한 행위

를 하였고, 결국 이러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므

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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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의도 하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다소 과격한 표현은 국민 다수의 관심과 공감을 얻어낼 목적에 치중

한 나머지 균형감을 잃었던 탓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경찰서장 회의에서의

건의,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가시적인 제도 개

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내부건의를 통한 제도 개선촉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

식 아래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감행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오랫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표창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 파면처분을 취소하였다.

(3) 검토

이 사건에서는 징계사유로 성실의무 위반과 품의유지의무 위반이 병렬적으

로 적시되었고, 법원에서도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모두에 대해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 사례에서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동시에

문제 삼는 경우가 다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제도를 비판하였다는 것

만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품위유지의무 위반

만이 문제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상사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는 검사장 기자회견 사건의 판시를 인용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였

다. 한편 아래 국세청 게시글 사건에서는 상사에 대한 공개적 비판에 대해 품

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 국세청 게시글 사건229)

229) 광주지방법원 2010. 10. 21. 선고 2010구합245(해임처분을 취소), 광주고등법원 2011. 4. 28. 

2010누2233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0881 판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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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세무직 공무원이고, 피고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이다.

원고는 전 국세청장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하고 태광실업에 대

한 조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자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당시 언

론 기사를 인용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

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자기 자리보전

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하고 결국은 검찰에게 압수수

색을 당하게 하는 그래놓고 조직의 신뢰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그를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우리 수장이었던 인간이라니!!’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게시글(‘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고,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인지,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라는 댓글(‘이

사건 댓글 1’)을 게시하였다. 국세청 게시물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게시글을 비

공개로 전환하자, 원고는 다시 게시판에 ‘민변 및 공노조와 협조하여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은 게시물관리위원회 책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나의 다른 행동이 일파만파로 퍼져 조직이 위기상황으로 가

기 전에...’라는 댓글(‘이 사건 댓글 2’)을 게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①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허위사실을 게재하였고(‘제1

징계사유’), ② 이 사건 댓글 1로 직원들을 선동하였고(‘제2징계사유’), ③ 이

사건 게시글로 국세청과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제3징계사유’),

④ 이 사건 댓글 2로 조직에 대하여 위협 및 협박을 하였으며(‘제4징계사유’),

⑤ 이 사건 게시글이 언론에 유출되도록 방관하였다(‘제5징계사유’)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였고,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으로 감경되었다.

(2)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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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①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당시 대부분의 언론이 이 사건 게시글과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언론보도 내용이 뚜렷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기 전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점만으

로는 원고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② 제2징계사

유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국세청 수뇌부에 대한 반성 및 직원들에 대한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제3징

계사유에 관하여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전 국세청장과 책임자들을

비판하고 국세청 수뇌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게시글을 하여 주

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

다. ④ 제4징계사유에 관하여 다소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국세청

조직 내지 관리자에 대한 위협․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⑤

제5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게시글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거나 유포되도록 노력하였다고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임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해임처분을 취소하였다.

(3) 검토

이 사건은 상사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임에도 앞서 본 검사장 기자회견 사건

이나 경찰서장 기자회견 사건과 달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검사장 기자회견 사건 및 경찰서장 기자회견 사건은 주된 동기가 조

직이나 제도에 대한 비판이고, 감정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

함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결론을 달리 하였다.

공무원은 공직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일반 국민에 비하여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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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되나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230) 품위유지의무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축효과를 고려하면, 표현 행위가 공직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

다.231) 검사장 기자회견 사건이나 경찰서장 기자회견 사건은 상사나 조직에

대한 비판이 제도 개선을 위한 취지라도 조직의 내분으로 비춰질 행동으로 사

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공직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볼 수 있

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조직에 대한 비판은 그 자체로 비판자와 비판을 받는 자가 나뉘어 조직의 내

분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조직의 내분으로 비춰진다는 것만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면 사실상 비판 자체가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

다. 또한 비판으로 인해 조직의 문제점이 드러나서 조직에 대한 신뢰가 실추

된다 하더라도, 이는 그 문제점으로 인하여 신뢰가 실추된 것이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행위에 의해서 신뢰가 실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무원의 표현 행위가 제도 개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되다면 함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

다.

라. ‘민중은 개, 돼지’ 사건232)

(1) 사안의 개요

230) 황성기,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의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권 3호, 2017, 6쪽 

231) 황성기,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의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권 3호, 2017, 23쪽 

232)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파면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7누78744 판결(항소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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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이고, 피고는 교육부장관이다. 원고는 신문기자

들과의 식사와 음주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위 발언이 기사화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발

언을 하고 기사화에 따른 문제를 예견하면서도 안이하게 대처하여 품위유지의

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원고는 언론이 민중을 개, 돼지로 보고 여론을 선동한다는 의미로 언론보도

의 중요성을 꼬집고,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현재 사회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반 정황에 비추어 원고가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징계기준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 보긴 어려운데, 그 경우 징계기준은 강등, 정직, 감봉을 정하고

있다는 점,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원고의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로

인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였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파면처분을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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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이 사건에서도 징계처분 과정에서 징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가 명확

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만약 징계처분 과정에서 징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였

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면 판시와 같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였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되는 것을 미

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징계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 스스

로도 징계재량을 통제하기 위한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에서도 징계기준 적용에 있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만 보았을 뿐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의 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비위의 정도가 심한지 약한지를 판

단하는 기준이나 고의․중과실․과실의 분류가 애매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Ⅷ.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1.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의 내용과 징계 기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

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국

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

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

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제25조).233)

23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

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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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

우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2. 구체적 사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로는 경찰간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 민간인의 안내 및 경호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있다.234) 한편

위 사례에서 처분서에는 위 사유가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

으나, 법원은 영리 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사례에서 법

원은 안내 및 경호업무가 1회적인 것이라도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

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로는 공무원이 여관을 매

수하여 임대한 사례235) 등이 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

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234) 서울행정법원 2012. 12. 7. 선고 2012구합25057 판결(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파면처분 취소), 확정

235) 대법원 1982. 9. 14. 선고 92누46 판결(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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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인데, 원고는 여관을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스스로 경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리 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징계사유로 제시된 것은

영리 업무 금지 의무 위반이 아닌 여관 매수 및 임대와 여관 매입 및 등기과

정에서 배임 및 사기죄를 범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Ⅸ. 정치 운동 금지 위반

1. 정치 운동 금지 의무의 내용과 징계 기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236)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

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237) 또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 정당

등의 기관지 발행․편집․배부, 정당 등 또는 선거 후보자 등을 지지 또는 반

236)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기도)ㆍ주재(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237)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

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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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의견을 집회 등에서 발표하거나 간행물에 싣는 행위, 정당 등의 표지

를 제작․배부․착용․착용권유하는 행위, 금전이나 물질로 정당 등을 지지하

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238)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투표권유 운동 및 기부금모집을 금지하는 국가공무

원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

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의 자유로운

경쟁관계를 왜곡할 수 있으며, 집권세력이 특정 정파적 이익의 봉사기관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239)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 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정치 운동죄의 형

사처벌을 받는다(국가공무원법 제84조).240)

정치 운동 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공무원 징계령 시

23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

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

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

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

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239) 헌법재판소 2012. 7. 26.자 2009헌바298 결정

240)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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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행규칙 제2조, 별표1).

2. 구체적 사례

정치 운동 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로는 전교조가 총선을 앞두고 탄핵

을 주도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거대 야당을 질타하고, 집권여당 및

정부에 대해 탄핵정국을 득표 전략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총선을

통한 ‘정치판 판갈이’를 주장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서명을 받은

사례241) 등이 있다.

한편 정치 운동 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는 정당에 가입한

이후 당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사법연수생 및 검사에 임용된 사례242) 등이 있

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금지는 정당 가입 당시 행위 주체

가 공무원이라는 일정한 신분을 가진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정당

가입 당시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

항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4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2209 판결(징계가 아닌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 정치운동죄가 문

제된 사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 

242) 부산지방법원 2011. 11. 23. 선고 2011고합536 판결(징계가 아닌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 정치운

동죄가 문제된 사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 판결),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1누691 판결 항소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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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

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Ⅹ. 집단 행위 금지 위반

1. 집단 행위 금지 의무의 내용과 징계 기준

공무원(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외)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243) 여기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

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

위’를 뜻한다.244)

2. 구체적 사례

243)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244)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바32, 2011헌

가18, 2012헌바185(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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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245)

(1)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교사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이다.

전교조는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는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

여 촛불집회, 피디수첩과 관련한 수사가 무리한 수사이고, 2009년 1월에 발생

한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도 경찰의 무모한 진압이며, 국토개발사업

과 대북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 1차 시국선언을 하였

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전교조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

하고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자, 전교조는 이에

항의하는 취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방침을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보장 및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징계 방

침 철회를 요구하면서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2차 시국선

언을 하였다.

이후 전교조는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전국민주공무원노동

조합, 법원노조와 함께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하였다.

(2) 법원의 판단

245)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집단행위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에 대해 유죄

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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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법원246)은 1차 시국선언, 2차 시국선언 및 규탄대회가 국가공무원법

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

죄를 선고하였다.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

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거나 직무의 기강을 저해하는 등의 행위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야 하는데, 1차 시국선언, 2차 시국선언 및 규탄대회는 선거

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 반대가 아닌 정파적 이해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이고, 이러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권력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

으므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집단

행위는 ‘직무전념의무를 저해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

되었다거나 교육행정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직무전념

의무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항소심 법원247)은 1, 2차 시국선언 및 규탄대회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

게 대립되어 있는 정부 정책, 특정 사건 등에 관하여 정치적 견해를 집단적으

로 표명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

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상고심인 이 판결의 다수 의견은 1, 2차 시국선언 및 규탄대회가 국가공무

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차 시국선언은 현 정권이라

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

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2차 시국선언은 1차 시국선언에서 주장하였던 정치

적 쟁점들을 직접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전제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역시 정치적인 목적

246) 대전지방법원 2010. 2. 25. 선고 2009고단2786, 2009고정2259, 2009고단4126(병합)

247) 대전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10노6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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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도를 가진 행위여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규탄대회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던 단체 및 정부와 대립하던 야당 등 당파성

이 뚜렷한 정치세력과 함께 추진하고 참가한 것이어서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여서 공익을 목

적으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

당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1, 2차 시국선언은 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1, 2차 시국선언은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

영 등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개선을 요구한 것이거나

그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

사한 것일 뿐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금지

되는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여야 할뿐만 아니라 ‘직무전

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라는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그

런데 1, 2차 시국선언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었거나 교사들의 직무수

행 등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직무전념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견에 대해 2차 시국선언은 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2차 시국선언의 주된 동기와 목적은 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징계조치의 철회 요구에 있어 1차 시국선언과 같은 정치적 의

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3) 검토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여야 하는데, 집단행위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공익에 반



- 150 -

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

라는 견해는 정부라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를 표시하는 정치적인 행위

라는 점을 강조하고, 반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견해는 국가

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모든 정치적 행위가 아닌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공

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나. 국정교과서 반대 사건248)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교사이고 전교조 전임자였다. 피고는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이다. 원

고는 공무원 연금 개정에 반대하는 연가투쟁 및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반대하

는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연가투쟁 및 시국선언에 참석하여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견책처분을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248) 대구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구합23242 판결(견책취소청구기각), 대구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67누6199 판결(항소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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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연가투쟁은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무원 연금 개정절차를 반대하는 집단행위가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거나 공익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고, 특

히 연가투쟁이 다른 정당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이루어진 점에서 정치적 편향

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시국선언은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보았다. 교원 노조는 교육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

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라면 초․중등교육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시국선

언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어서 목적이 공익에 반한다

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국선언 내용에 정권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

으나 이는 국정화교과서 제도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을 비판하

기 위하여 사용된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

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당시 원고는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중인 상태였고 시국선언 횟수도 2회

에 불과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다.

한편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하여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검토

이 사건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정권에 대한 비판 내용이 포

함되어 있지만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표명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

하지 않았다고 보아 정치적 중립의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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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권위 1인 시위 사건249)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다. 인권위가 인권위 소속 계약직 공무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

결하자, 원고들은 인권위를 비판하는 내용의 릴레이 1인 시위 및 언론기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집단행위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250) 및 항소심 법원251)은 릴레이 1인 시위 및 언론 기고가 집단

행위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모두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① 원고들은 1인 시위 및 언론 기고를 사전에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후행

자가 선행하여 1인 시위 및 언론 기고자에게 가담하는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행위를 하여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② 피켓 및 언론에 기고된 내용은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반인권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어서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을 실추시킬 우려가 높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반면 상고심인 이 판결은 릴레이 1인 시위 및 언론기고가 국가공무원법상

249)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250) 서울행정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13276 판결

251)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2013누203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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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다수

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 하고, 여럿이 모이거나, 여럿이

단체를 결성하여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

명하는 등에 이르러야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은 후행자가 선행

자에 동조하여 동일한 형태의 행위를 각각 한 것에 불과하여 행위의 집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

을 유지하였다.

(3) 검토

앞서 전교조 시국 선언에서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① 공익에 반하는 목

적을 위하여 ②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 사건

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③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집단행위

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은 앞서 본 검사장 기자회견 사건 및

경찰서장 기자회견 사건의 판시를 인용하며 원고들이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인권위의 신뢰가 실추되었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인권위가 비정규직 보호의 측면

에서 인권 보호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인권위를 비판하는 것이어서 공

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사실을 유표하여

인권위를 비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252)

252) 황성기,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의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권 3호, 2017, 24-26쪽도 이 사건 원고들

의 행위가 부당하게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불법적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과장한 것이 아니며,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욕설 등 저

속하거나 외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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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Ⅰ. 문제점

1. 징계사유의 포괄성

공무원은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여러 의무를 부담한다. 공무원이 부담

하는 이러한 의무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사용되어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의 관련성도 요하지 않아 더욱 포괄적이다. 품

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징계기준은 비위의 유형을 예시하고 있으나, 성폭력,

성희롱 및 음주운전만이 예시되어 있다. 그 결과 사생활 영역에서의 다소 부

적절한 행위라고 하여도 모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

하다. 예컨대 앞서 본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 사건에서도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이라고는 하나 근무 시간 외의 사적으로 음주를 한 것을 품위유지의

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품위유지의무의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만약 정치세력이 어

떤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를 갖게 되면 사생활 영역에서의 사소한 일이

라도 찾아내 이를 문제 삼아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정치세력으로

부터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신분보장의 취지에 반한다.

2. 징계기준 적용의 어려움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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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유형),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유형)의 4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때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약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고의, 중과실 및 경과실을 구분

하는 기준도 불분명하다253).

법원에서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를 판단하면서 비위행

위가 Ⓐ 내지 Ⓓ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유형

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와 같은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위

행위가 Ⓐ 내지 Ⓓ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

다는 방증이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5조 제1항), 하나의 비위행위가 여러 개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

당될 때에는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형사법상 상상적 경합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254) 어찌되었든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253) 다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은 아래와 같이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를 규정

하면서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규정이 경과

실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직무 수행 절차상 검토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것

254) 문중흠, 「징계처분과 재량통제에 관한 연구 - 재판례를 통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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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징계기준은 비위 유형 및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라는 행위자적 요소만

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양정은 이외에도 직무의 특성, 징계에 의

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255). 특히 비

위 행위가 성폭력, 성희롱인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징계처분이 피해자의 근로할 권리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것인지가 주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징계기준은 성폭력, 성희롱 행위의 경우에

도 행위자적 요소만을 징계양정의 요소로 삼을 뿐 피해자 보호 측면의 징계양

정사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징계처분을 받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징계사유의 존부만큼이나 징계의 종

류에 이해관계를 가진다. 판례는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256)고 하여 징계기준이 사실상 징계의 종류를 정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작용한다. 그럼에도 징계기준은 유형 분류가 모호하고

징계양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서

도 징계권자의 자의를 배제할 수 없고, 이 역시 공무원의 신분 보장 취지에

반한다.

3. 포괄적인 이유제시

징계의결서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

논집 제54호, 2012, 401-402쪽

255)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256)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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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밝혀야 한다(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2항).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여러 사실관계를 나열한 다음, 각각의 사실

관계가 어떤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실관계를

통틀어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예

컨대 CCTV 삭제 사건의 경우 4개의 비위행위가 문제되었는데, 각 행위가 어

떤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는 특정하지 않았고, 4개의 비위 행위를 뭉뚱그려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았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문제되더라도, 공무원이 부담하는 여러 의무의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러 의무 위반을 중첩적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세

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 사건에서는 하나의 음주 행위에 성실의무, 복종

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중첩적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관계가 어떤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적절하게

포섭하지 못한 사례도 종종 보인다. 예컨대 서류가방 등 절취 사건은 품위유

지의무 위반으로 규율하였어야 하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를

하였다.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 사건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여

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복종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는 어렵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징계처분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어떤 의무 위반

에 해당하는지가 세밀하게 검토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판례는 징계사유를 제시할 때 사실관계를 적시하면 족하고, 그 사실관계가

국가공무원법의 어떤 조문을 위반한 것인지는 적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257)

그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로서는 어떤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방어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복종의무위반이 문제된다면 적법한 직무

상 명령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이 문제된다

면 집단행위의 목적이나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257)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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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징계기준이 각 의무위반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적시된

행위를 어떤 의무 위반으로 포섭하는지는 징계양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

대 CCTV 삭제 사건에서 보듯 비위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만 해당하는지, 복

종의무 위반에도 해당하는지에 따라 징계기준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방어권

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행정처분의 적법성 통제와도 관련이 있다. 어떤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지가 먼저 특정이 되어야 징계사유의 존부, 나아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개선방향

1. 품위유지의무의 적용범위 제한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요하지 않고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남용의 우려도 가장 크다. 따라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품위유지의무는 공무를 수행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유지하여 공무원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258). 공무원에 대해 높

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무원은 조금

의 부적절한 행동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를 과장하여 해석하는 것일 수 있다.259)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

258)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435 결정

259) 제3장에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바684, 2002헌바735․763(병합) 전원재판

부 결정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보면서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과장

하여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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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게 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반면 직무와 무관한 품위유지의

무는 공직에 대한 신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서 제외하되, 다만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무를 수행함에 손색이 없

는 인품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명확하게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직무와도 관련이 없고, 형사 범죄가 될 만큼의 위

법성도 없는 다소 부적절한 행위라면 공직에 대한 신뢰와는 크게 관련이 없으

므로, 징계사유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징계기준의 개선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

이 쉽지 않으므로, 징계기준의 각 의무위반별로 비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경과실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공무원이 부담하는 여러 의무의 내용이 포괄적

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징계기준의 ‘비위의 유형’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현행 징계기준은 성폭력․성

희롱․성매매와 음주운전에 대하여만 징계기준을 두고 있으나, ‘기타’ 항목을

세분화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양정 정함에 있어 객

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260)

한편 성폭력,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요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구체적인 이유제시

260) 예컨대 백창현,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법적 고찰」, 경찰학연구 16(2), 2016, 55-56

쪽. 위 논문에서는 품위유지의무위반행위를 ① 성폭력․성희롱․성매매․성추행, ② 음주운전, ③ 간통․축첩 

등의 행위, ④ 도박, ⑤ 인권침해, ⑥ 알코올 중독, ⑦ 불법, 부적절, 비윤리적 행위, ⑧ 기타 공무원직

무규범에 반하는 행위로 유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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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단계에서부터 징계사유로 여러 사실관계가 제시되는 경우 각각의

사실관계가 어떤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징계기준상

어떤 비위 유형, 어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밝

히며, 여러 개의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 징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였는

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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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무원의 신분 보장의 취지, 즉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관계의 소멸 사유도 공무 수행 및 공직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특히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배제하여야 한다.

먼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관계의 소멸사유 중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한 당연퇴직’을 보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

와 달리 공직 수행에 현실적으로 별다른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 범죄가 직무

와 무관한 것이거나 과실범인 경우와 같이 공직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

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이러한 경우에도 공무

원관계를 무조건 소멸시켜 공무 수행의 안정성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고, 형사 판결의 왜곡을 가져오는 등의 문제점

이 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징계절차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으므

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한 당연퇴직’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

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

쁘고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공무원관계 소멸사유로 삼고 있다. 이러한 직무수행능력 부족 여부를 판단하

는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직무수

행능력 부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개별 사

례에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직무

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근무성적평

정 평가자의 자의를 최소화하여 근무성적평정이 오히려 공무원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상대평가를 완화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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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에 의해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인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여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징계기준도

일부 유형만을 예시하고 있을 뿐이고,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와 과실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실제 사례에 있어서도 징계처분

시 각 사실관계별로 어떤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징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였

는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여러 사실관계를 나열한 다음 포괄적으로 성

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와 같이 징계 사유 존부와 징계양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자의가

개입될 수 있다면 공무원의 신분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품위

유지의무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요하지 않아 내용이 더욱 포괄적이고, 징계권

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도 더 많다. 따라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직무와 관

련된 경우와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징계기준의 ‘비위의 유형’ 중 기타 항목을 세분화하여 어떤 행

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예시해야 하고, ‘비위의 정도 및 과

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적법성 통제

나 당사자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위해서 징계처분의 단계에서부터 징계사유로

제시된 각 사실관계별로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징계기준을 어떻게 적

용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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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Termination of Civil Service

Relations

Ryu, Jaeyoung

College of Law, Administrative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ovisions of National Civil Service Act which stipulate the causes

of the termination of civil service relations should be reasonable, so that

they does not infringe the guarantee of the public official's status.

First, The National Civil Service Act describes when a public official is

sentenced to probation, he or she is automatically excluded from the public

office. This clause does not allow any exception, even when a crime is

committed by negligence and does not undermine the citizens' trust in

public service. As a result, the dismissal of public official is determin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nd the criminal procedure is turned into the

disciplinary procedur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even if an

employee committed a crime and sentenced to probation, he or she is not

always dismissed and he or she can file a lawsuit to argue that the

dismissal is unjustified. The Constitutional Court found several laws

unconstitutional, which impose disadvantages due to the crime conv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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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any exception. Public officials who committed a crime can be

dismissed in the disciplinary procedure, so this clause should be deleted.

Secondly, the National Civil Service Act provides that if a public official

is lack the ability to perform duties, has poor performance and can not

improve the ability and performance, he or she can be dismissed. The

criteria of working ability and performance should be object and fair. In

analysis of the cas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 criteria is

considered fair when it adopts an absolute and multi-sided evaluation. The

standard of working ability and performance of government employees also

should be an absolute and multi-sided evaluation.

Finally, the National Civil Service Act prescribes that a public official can

be expelled by disciplinary action. Public officials bear several

comprehensive obligations and it is often unclear whether they violate a

duty or not. Especially the obligation to maintain dignity includes the duty

to maintain dignity in private life, so minor negligence in private life can

lead to the disciplinary action. The disciplinary action criteria is also vague

and hard to apply. Moreover, disciplinary actions often do not describe

which obligation is violated or how the disciplinary action criteria is

applied. In order to reform disciplinary action, the obligation to maintain

dignity should only be applied when public officer demeans while

performing duties or commits a crime. The disciplinary action criteria

should provide more examples of violation of duties,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intent and negligence, and specify the degree of violation.

Disciplinary actions should explain what kind of duty is violated and how

the disciplinary action criteria is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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