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지난
1961년 국가공무원법에 항고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이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금의 소청심사제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들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일부 과도하고 형평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굳이 행정소송에 이르지 아니하고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과도한 행정소송으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
하고, 행정 내부의 자기통제를 실현하는 등의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 비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소청
심사제도의 운영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소청심사제도 관계자
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새롭게 변화된 내용 등을 보완하여
2020년도 소청심사업무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자료이지만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운영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 6.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박 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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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의 의의

1-1

개 념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임. 동
제도는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수행함
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성 격

소청심사제도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청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고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준사법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편, 행정청의 의사의
표현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1-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1-3-1 행정심판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없음.

1.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1

한편, 청구인이 소청심사절차와 행정심판절차를 혼동하여 당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올바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청구인이 끝까지 소청
심사절차를 고집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할
수밖에 없음.

1-3-2 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행정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을 임의적 절차로 하였으나,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임.

1-4

소청심사 관련 흐름도
징 계 처 분 등
행 정 기 관
불복 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각각 30일 이내 소청 제기하여야 함

소청심사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소청심사위원회
불복 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송 제기하여야 함

행 정 소 송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 행정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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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0조)

1-5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법 률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소청절차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총리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국회규정

경찰청예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회인사규칙

법원공무원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징계･소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1.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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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기관

2-1

개 설

｢국가공무원법｣은 공정한 소청심사를 위하여 독립성과 합의성이 보장되는 위원회의
형식으로 소청심사기관을 설치할 것을 규정(법 제9조)하고 있고, 이를 중앙인사관장
기관에 두고 있으나 소청심사에 관한 업무는 어떠한 감독이나 지시도 받지 않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 등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음.(법 제11조)

2-2

연 혁

행정심판절차로서의 사후 구제장치가 행정 내부적으로 마련된 것은 ’61.9.18. 구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 항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처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불복절차를 수행토록 한 것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내각수반
소속 하에 설치된 특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보통항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음.
이후 ｢국가공무원법｣의 폐지제정(법률 제1325호, ’63.4.17. 공포 ’63.6.1. 시행)
으로 위 항고심사위원회는 폐지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내각
사무처,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현재는
인사혁신처,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및 일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각 개별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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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 ’63. 4. 17. :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325호)
사무보좌기관으로 소청과를 둠
위원장 : 차관급, 위원 : 별정1급(위원장 포함 위원 7명)

○ ’63. 12. 16.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내각사무처 → 총무처)
○ ’66. 5. 7. : 소청과를 행정실로 개편, 3개 계를 둠
○ ’73. 2. 5. :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내로 조정
○ ’78. 12. 5. : 소청심사위원회에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91. 8. 24. : 비상임위원제 직제반영, 행정실을 행정과･심사과로 개편
○ ’98. 2. 28.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총무처 → 행정자치부)
○ ’99. 5. 24. : 행정과･심사과를 행정과로 통합
○ ’04. 6. 12.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07. 3. 1. :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2명 임명
○ ’08. 2. 29.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11. 2. 1. : 비상임위원 정원 2명 증원(2인 → 4인)
○ ’13. 3. 23.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13. 9. 26. :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임기 확대(1년 → 2년)
○ ’14. 11. 19.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 ’17. 12. 19. : 비상임위원 정원 3명 증원(4인 → 7인) * 임명(’18. 5. 4.)

2. 소청심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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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분 및 소청심사기관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라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및 인사혁신처에 각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지방공무원
및 일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각 개별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구분에 따른 관할 소청심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음.
구 분

소 청 심 사 기 관
일반직 소청심사위원회*
외무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 단, 의무경찰대원은 해당 의무경찰대가 소속
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소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검사

소청제도 없음

교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육부

군인

행정부

군무원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

경력직 일반직
특수경력직

∙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
위원회(징계처분 외)
∙ 항고심사위원회(징계처분)
∙ 각군 본부의 군인사소청
부사관 심사위원회(징계처분 외)
∙ 항고심사위원회(징계처분)
∙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징계처분 외)
∙ 항고심사위원회(징계처분)
장교 및
준사관

국가공무원 경력직 특정직

국가정보원

소청심사위원회

대통령경호실

소청심사위원회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각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각

시･도 소속)
시･도 소속)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입법부 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법부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헌재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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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소청제도가 적용되나요?
별정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소청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대통령의 처분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행정심판법｣ 제3조), 대통령이 임용하는 별정직고위공무원은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밖에 없고, 3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법관,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의 소청 관할은 어디인가요?
‣ 법관 : ｢법관징계법｣ 제27조에 따라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
하여야 함.
‣ 공익법무관 : ｢공익법무관에 대한 법률｣ 제3조는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법무관이 징계처분 등에 불복
할 경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공중보건의사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는 ‘공중보건
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중보건
의사가 징계처분 등에 불복할 경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징계처분 이후 전직 시 소청 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징계처분 시 교육연구직으로 있다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이후 교원(교사)으로
전직되었을 경우, 처분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함.

징계처분 이후 국가직에서 지방직 전환시 소청 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무원을 징계처분 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였을 경우
에도 국가공무원을 관할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관할을 벗어나는 것은 아님.
(제106회 행정회의, 사건 70-299, 70-325)

2. 소청심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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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청심사위원회

2-4-1 설치 근거
법 제9조 제1항, ｢인사혁신처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
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②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2-4-2 위원회 구성 및 조직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1/2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함.(법 제9조 제3항)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7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2) ’20. 1월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상임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음.
<조직도>
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임기제 고위공무원) : 4명

비상임위원(민간전문가) : 7명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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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 현재)

2-4-3 위원의 자격과 임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다만,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함.(법 제10조 제1항)
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③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4-4 위원의 직급 및 임기
(1) 위원장은 정무직(법 제9조 제3항)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함.(｢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제2항)
(2)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법 제10조 제2항 및 제4항)
(3)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제3항)

2-4-5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1)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함.(｢인사
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제1항)
(2)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순위가 같은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제2항)

2. 소청심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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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관 할
(1) 행정기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2)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특정직공무원(법 제9조 제4항)
빲 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 및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 지방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2020. 4. 1.)되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

검사의 소청심사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관할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4항에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직공무인 검사는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검찰청법 및 검사징계법 등 관계법령에서 검사의 소청심사청구에 관하여 어떠한 근거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관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6-827 참조)

관할이 아닌 기관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군인, 교원, 지방공무원 등이 관할을 잘못 알고 소청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소속)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청절차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알려주고 있음.

2-5

지방소청심사위원회

2-5-1 설치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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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위원회 구성
(1)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1/2
이상이 되어야 함.(｢지방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2)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위촉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함.(｢지방공무원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3)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함.(｢지방공무원법｣ 제14조 제4항)

2-5-3 위원의 자격과 임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 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심사위원
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지방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②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③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2-5-4 관 할
(1) 각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빲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
(2) 각 시･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빲 지방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

2. 소청심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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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6-1 설치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6-2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함.(｢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및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 제1항)

2-6-3 위원의 자격과 임명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③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④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⑤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⑥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 현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 의하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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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과 상임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0조)

2-6-4 관 할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
2012. 12. 11. ｢교육공무원법｣의 개정(2013. 6. 12. 시행)으로 시･도교육감 소속
국가직 교육전문직원(장학관･장학사･연구관･연구사)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소청심사 관할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됨.
※ 교육부 소속 국가직 교육전문직원의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

2-7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1)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 소청 담당
(2)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군무원 소청 담당
(3) 국회사무처,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소청 담당

2. 소청심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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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의 대상

3-1

개 설

(1) 소청심사 대상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되어 있음.
(2)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종류가
있고,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는 강임･휴직･
면직처분 등이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행위의
성질, 효과 등에 따라 결정됨.
(3) 처분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고, 판례는 ‘행정청의 공법
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처분으로 보고 있음.
(4) 최근 사법부에서 처분의 개념을 확대하는 추세에 비추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 역시 공무원의 권익구제 및 행정의 자기통제라는 소청심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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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징계처분

3-2-1 의 의
징계라 함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함.

3-2-2 징계벌과 형사벌
(1) 징계벌은 불이익을 부과하고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는 형사벌과 공통점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형사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체계로서,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와 국가 및 사회 일반의 법질서 유지), 내용(신분상
이익의 제한･박탈과 신분상 이익 및 재산상 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자유까지
제한･박탈),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과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 위반)
등을 각기 달리함.
따라서 공무원의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함.
(2)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또한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공무원의 비위라고 할지라도 징계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징계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가능함.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46 판결, 대법원 1986.7.8. 선고 85누1002
판결 등 참고)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되어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음.

3. 소청심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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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징계의 종류 및 효력

(1) 배제징계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파면과 해임은 그 효력을 법 제80조
에서 규정하지 않고 법 제33조(결격사유),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처분효과를 정하고 있음.
효

종류

신분･복무

보수･퇴직급여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파면

력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감액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1/4만

∙ 5년간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

감액

∙ 보수 : 일할계산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액지급 원칙
※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1/4

∙ 3년간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
해임

감액하되, 5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급여는
1/8만 감액

∙ 보수 : 일할계산

(2) 교정징계
(가) 신분상의 효력
신분상의 효력

효력
종류

승

진

⦁1계급 내림+정직 3월
⦁처분기간(3월)에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처분기간(3월)+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강 등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제외기간 및 (특별)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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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
⦁실제직무에

연

가

⦁처분일수는

종사하지 않은

연가일수에서

처분기간(3월)은

제외

제외

신분상의 효력

효력
종류

승

진

경력평정

⦁처분기간(1~3월)에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 ⦁실제직무에
하지 못함
⦁정직처분기간+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정 직
(1~3월)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연

가

⦁처분일수는

종사하지 않은

연가일수에서

처분기간

제외

(1~3월)은 제외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제외기간 및 (특별)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

⦁감봉처분기간+12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 봉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1~3월)

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제외기간 및 (특별)승진
임용 제한 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

⦁6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
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견 책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제외기간 및 (특별)승진
임용 제한 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의 2
근거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국가공무원

등에 관한 규정

복무규정 제17조

제25조

3. 소청심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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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수상의 효력
종류

보 수 상 의

효력
보 수

승 급

⦁강등된 후의 ⦁처분기간(3월)+18
보수를 기준
으로 3개월
간 보수는
전액 삭감
(’16.6.25.
부터)

효 력
수 당

⦁3개월간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개월간 승급제한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 법 제78조의2제1항
주택수당은 수당액 전액 감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음
성희롱 및 성매매에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강등처분을
징계처분과 성폭력,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
월을 가산

기 타
가산금지급시 징계처
분기간(1~3월)+승급
제한기간(강등･정직
18월, 감봉12월, 견책
6월)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음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모 범 공 무 원 수 당 은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징계처분 후 다음 달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 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않음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징계처분의 집행이
(군인의 경우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종료한 날부터 징계

강 등

포함)는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기록말소기간이 경과
한 후 각각의 승급제한
(강등･정직 18월, 감봉

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 근무 12월, 견책6월) 기간을
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 승급기간에 산입함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 징계처분기간은
현재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지급 하지 않음
⦁연가보상비 :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후 지급
⦁처분기간중 ⦁처분기간(1~3월)+
보수 전액
삭감)

18개월간 승급제한
※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처분기간(1~3월)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액의 수당액 전액 감액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 중에 정직
징계처분과 성폭력,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

정 직
(1~3월)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
월을 가산

하지 않음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
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군인의 경우에는 가계지원비 및 교통
보조비 포함)은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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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되지 아니함

종류

보 수 상 의

효력
보 수

승 급

효 력
수 당

기 타

⦁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
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정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연가보상비 :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후 지급
⦁처분기간 중 ⦁처분기간(1~3월)+
⦁처분기간(1~3월)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보수의 1/3 12개월 승급제한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감액
※ 법 제78조의2제1항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액의

감 봉

⦁연봉적용자
는 연봉월액
40% 감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3 감액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 중에 감봉
징계처분과 성폭력,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
성희롱 및 성매매에

하지 않음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
경우에는 각각 6개
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
월을 가산
수당액의 1/3 감액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
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전액 지급

(1~3월)

따른

징계처분의

⦁6개월 승급제한
※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수당 등을 전액지급함, 다만,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견 책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
월을 가산

근거

⦁법 제80조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규정

⦁모범공무원규정

※ ‘강등’ 제도는 2008.12.31.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2009. 4. 1.부터 시행
※ 국가공무원법 개정(2015.12.24., 법률 제13618호)으로 강등･정직에 대해서는 처분기간 중 보수를 전액삭감
(2016.6.25. 시행)
※ 공무원 임용령 개정(2017.12.29.,대통령령 제28572호)으로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징계부가금 부과대상 비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2017.12.29.이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2017.12.28.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3개월 가산)
※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2018.1.18., 대통령령 제28594호)으로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징계부가금 부과대상 비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2019.1.18.이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2018.1.17.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3개월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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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9조, 제80조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제35조의2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29조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64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55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9조, 제45조, 제48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4(제6조의2,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9조 관련)
○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휴가)

최하위 계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강등 적용이 가능한가요?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인 경우 1계급 아래로 내릴 계급이 없어 법령상 강등의 효력이 완전하게 발생
할 수 없더라도, 강등이라는 징계처분이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되면 그 후 징계처분의 기록 말소
및 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있어 정직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강등처분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가 아닌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법제처 11-0033, 2011. 3. 3., 법령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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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징계부가금

3-3-1 의 의
(1) 금품비리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에는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0148호, 2010.3.22.)의 개정으로 도입됨.
(2)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공무원
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병과할 수 있음.

3-3-2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의결하여야 함.(법 제78조의2제2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3항)
(2) 벌금외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 의결하여야 함.(법 제78조의2
제2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6항)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전 비위에도 부과할 수 있나요?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 3. 22. 이후 발생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에만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횡령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도 2010. 3. 22. 이후 횡령 내지 수수한 금액에 대하여만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함.(중앙징계위원회 결정, 2011. 4. 1.)
※ 조세공무원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라 ’10.1.1. 이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됨.

3. 소청심사의 대상

21

3-3-3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1)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감면 의결 포함)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공무원
징계령｣ 제18조)
(2) 징계처분권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처분을 하여야 하고, 처분을
할 때에는 의결서 사본, 처분사유서,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함.(｢공무원
징계령｣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공금 횡령 시 징계와 징계부가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나요?
징계부가금이 제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2012헌바435 참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시 ‘납입고지서’ 송달만으로 충분한가요?
징계부가금에 대한 납입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거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이라는 취지나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함.
(서울고법 2012. 1. 18. 선고 2011누20583 판결 참조)

3-3-4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 및 감면의결
(1)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함.(｢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4항)
①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
포함)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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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몰수･추징에 대한 판결 포함)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2)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
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함.(법 제78조의2
제3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5항)

3-4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3-4-1 강 임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함.(법 제5조제4호)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음.(법 제73조의4)
처분청이 강임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출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면,
강임동의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가요?
처분청이 소청인에게 강임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출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객관적인 상황을 고지한 것이며, 소청인은 강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승진시점에서 2년이 경과하는 20△△년 5월 전출을 갈 수도 있었는바, 소청인의 의사결정권을 다소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소청인은 당시
상황에서 다소 늦게 전출을 가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기 보다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강임하여 즉시
전출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고 강임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의사결정이
강임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사건 2019-3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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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휴 직
휴직이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
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3-4-3 직위해제
(1) 직위해제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종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반드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했으나 ’94.12.22. 법 개정으로 임용(제청)권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며, ’02.1.19. 법 개정으로 감봉･견책의 경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를 직위해제 사유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 즉 공소제기로 인하여
당사자가 공무원으로서 계속적인 업무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혹은 공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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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음.
(3) 직위해제사유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의
사유로 직위해제 된 자가 추후 징계의결 요구되거나 형사 기소된 경우에는
처분청에서는 선행 직위해제처분 대신에 그 사유를 변경하여 새로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함.
(4)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징계의결요구만을 사유로 직위해제 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었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5) ’05.12.29. 법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법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는 경우를 직위해제 사유로 추가하였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 적격
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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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려면 그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근무평정
결과에 비추어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당원 1986. 12. 23. 선고 86누317 판결 참조)
그 평정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을 경우나 평소의 직무수행이 성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지 계속적인
최하위등급평정 2회라는 사유만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요건을 충족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605 판결 참조)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이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의미하고, 단순히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직무상의 의무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누218 판결 참조)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이 적정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상의 의무위반 등의
징계사유와 구별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반복적･누적적으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대한 직위해제 적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대상자가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시를 기준으로 대상자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및 사건 2019-3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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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신분･복무

∙ 승진관련제한 : 직위해제기간
-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경력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
∙ 연가일수 공제
-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함

보수･퇴직급여 등
∙ 보수
직위해제사유

호봉적용자

연봉적용자

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봉급의
80% 지급
봉급의
70%지급

연봉월액의
70% 지급
연봉월액의
60% 지급

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

* 3개월 이후40% 지급 * 3개월 이후30%지급

법 제73조의3
봉급의
연봉월액의
제1항 제3호,
50% 지급
40% 지급
제4호, 제6호 * 3개월 이후30% 지급 * 3개월 이후20%지급

∙ 승급제한 : 직위해제 기간
∙ 각종수당지급 제한
- 정근수당 :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1/6을 감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
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은 20%~
70% 감액
- 모범공무원수당 미지급
∙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시 직위해제
기간의 1/2을 감함

3-4-4 면 직
(1) 직권면직
공무원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처분임.
다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시킬 경우 법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법 제70조 제2항)
직제(정원)의 개폐 등으로 폐직(과원) 시 직권면직이 가능한가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직제(정원)의 개폐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을 때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
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은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및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및 사건 2012-5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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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기간 중 징계처분 전력 등으로 인해 정규임용심사에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직권면직의 적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소청인은 시보 순경으로 임용되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주취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여
‘정직2월’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경찰청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 등에 따라 직권면직 의결을 하였고, 피소청인은 상기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심사에서는 ‘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시보경찰공무원
면직 또는 면직제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속 상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한 정규임용심사 과정에서 소속 상사의 소견,
감찰조사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평가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과 소청인이
신임경찰 교육과정 중 ○○음주행위 등 생활규칙 위반에 대한 소청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이 단순히 음주운전 징계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행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시보임용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등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함.(사건 2019-415 참조)
2. 소청인은 시보 순경으로 임용되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주취상태로 약 300m를 음주운전하여
‘정직1월’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경찰청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계획’에 따라 직권면직 의결을 하였고, 피소청인은 상기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소청인의 교육훈련성적이 920.1점으로 만점의 6할 이상이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16.625점으로 만점의 5할 이상에 해당하는 점, 소속 상관은 소청인이 기본 임무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책임감 있게 처리한다고 평가하면서 소청인은 정규 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책임지도관도 소청인이 정규 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함께 근무한 동료들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점, 시보기간 동안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장려장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사유만으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규임용심사위원회가 음주운전 징계사실만을 이유로 소청인에게 ‘직권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함.
(사건 2019-142 참조)

(2) 의원면직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자유로운 사의표시에 의거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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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어도 임용권자의 수리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공무원관계가 존속되므로 수리되기 전에 직장을 떠나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의 대상이 되며,
둘째, 사직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사나 기타 관련자의
강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면 당해 의원면직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사유가 됨.

강제 권고사직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 바, 단순히 명예퇴직을 시켜준다면서 사표를 내라고 회유하는
정도이거나 감사담당직원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
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부산고법 2015.
12. 17. 선고 2015나22024 판결 및 사건 2012-569 참조)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나요?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는 사직원을 제출한 때로부터 철회하기까지의 기간,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의 의사를 형성한 동기, 사직의사를 철회하게 된 이유, 사직의사 철회 당시의 상황, 의원면직
처분을 하기까지의 절차,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서울고법 2002. 12. 23. 선고 2002누4022 판결, 사건
2010-291 및 사건 2016-686 참조)

3-4-5 불문경고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징계처분의 종류인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외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에 해당
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할 것을 권고하는 사안에 있어서의 불문경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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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견해이며, 대법원에서도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음.
실제로 불문경고를 받게 되면,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며, 포상추천 대상
에서 제외되고(｢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이 되는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음.
상기 처분 외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근속승진, 호봉정정, 전보 등도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될 수 있음. 다만, 이때의
불이익은 단순한 사실상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미하며, 행정청의 우월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직접적으로 변동
되고 이로 인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기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함.
* (근속승진) 청주지법 2002. 3. 14. 선고 2001구698 판결, 서울행법 2020. 1. 10. 2018구합89176 판결 참조,
(호봉정정) 서울행정 2014. 4. 24. 선고 2013구합20998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5101 판결 참조

경고(불문경고 제외), 주의 처분도 소청심사 대상이 되나요?
징계처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의 경우에는 소속부처에 따라 승진, 보수, 교육훈련,
성과평가, 상훈 등에 있어서 불이익과 연계되어 있을 수 있고, 불이익과 연계되어 있은 경우에는 소청
심사 대상으로 보아 본안심사를 거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청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함.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행정처분에 해당함.(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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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작위

(1) ｢국가공무원법｣은 명시적으로 부작위를 소청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위법･부당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정하고 있음.(법 제9조, 제14조
제3항 제5호)
(2) ｢행정심판법｣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부작위의 개념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부작위 역시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당사자의 신청

법령에 명시된 경우 뿐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법 해석상(조리상) 인정
되는 신청권을 가진 당사자가 처분을 요청하여야 함.
② 상당한 기간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행정
청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합리적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당해 신청을 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을 의미함.
③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것인바, 기속행위에 있어서는 처분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 법령이 규정
하고 있는 특정처분을 할 의무가 존재하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응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의무는 있지만 종국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청에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상대방이 신청한 특정처분을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음.
④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인용 또는 거부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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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위법 확인의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13764 판결 참조),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5768 판결 참조)

근속승진의 경우 거부처분 취소 또는 부작위 의무이행 대상이 되나요?
1. 경찰공무원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진임용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평정
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임용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승진임용이 되지 못한 경우, 이를 시정
할 수 없다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6조는 피고가 적법한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피고가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이거나, 법원이 피고의 승진심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경찰공무원을 소급임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신의칙에 합당함.(청주지법 2002. 3. 14. 선고 2001구698 판결 참조)
2. 근속승진제도의 취지가 장기간 재직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직종개편 이전 기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일반직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근속승진이 되고 있는 점, 대법원
에서도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속 승진을 할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점,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속승진임용심사는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근속승진 특성상 다른 종류의 승진과 달리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축소되어 법률상 승진임용을 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의무이행이 없는 경우 부작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소청을 제기할 당시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 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사항도
근속승진 요건이 충족되었던 날짜로 소급하여 임용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보아 본안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함.(사건 2019-3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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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의 경우에도 부작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임용예정자 심사의결은 내부 의사결정이며 재량행위에 불과하므로, 승진
임용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자신이 승진임용 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갖지 못함(전주지법 2008. 7. 17. 선고 2008구합
171 판결 참조). 다만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하였다면,
그 공무원은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음.(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참조)
2. 특별승진임용의 경우에도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특별승진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승진 임용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로 볼 수 없음. 다만, 특별승진의 실시를 공약한
경우에 공약한 기간 중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임용권자에게 공약한 바대로의
특별승진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법규상의 권리가 있으므로,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특별승진요청을 임용권자인 피고가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함.(광주지법 2002. 8. 22. 선고 2002구합844 판결 및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9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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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당사자와 관계인

4-1

개 설

소청심사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행정심판에 준사법적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있음.

행정심판에 ‘사법절차의 준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헌법에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말하는 “사법절차”를 특정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對審的)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으나, 헌법조항은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법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구에마저 위반됨.(2000. 6. 1. 98헌바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4-2

소청인

4-2-1 의 의
소청인이란 징계처분 등 기타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불복하여 소청
심사를 청구한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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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소청인 적격
(1) 공무원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재직 중 받은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는
것이며, 공무원 중에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소청심사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법 제3조)
다른 직원의 전보에 대하여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요?
소청심사 청구는 본인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한정되는 바, 다른 동료직원까지 포함하여 타부서로
전출을 해달라는 것은 심사대상이 아님.(사건 1992-377 참조)

특별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응시자가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소청심사 청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데 대하여 제기하는 불복의 청구이므로 청구인
적격으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소청인이 과거에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신분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피소청인이 내린 거부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라 할 수 없어 청구인 부적격으로 각하대상임.(사건 1991-226 참조)

(2) 취소청구의 청구인 적격
① 법률상 이익

취소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법률상 이익에는 권리뿐만 아니라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
된다고 보는 것이 현재 행정법학계의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란 ①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 혹은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②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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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의 소익 ( = 소청청구의 이익)

처분의 취소･변경과 무관하게 이미 처분의 실질적 존재 내지 효력이 상실된 경우
에는 당해 청구는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각하 대상임.
취소청구의 제기 당시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었던 경우라도, 심사 전 청구대상인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면, 당해 취소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다만, 취소청구에 대한 심사의 목적이 보다 널리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권익
침해를 구제하는데 있다고 볼 때, 처분이 소멸(실효)된 뒤에도 그 취소를 구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권리･이익이 잔존하는 경우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행정심판법｣에서도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청구인 적격이 인정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효력기간이 경과된 처분은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나요?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처분기준
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 참조)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징계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나요?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참조)

(3) 무효등확인청구의 청구인 적격
무효등확인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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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무이행청구의 청구인 적격
의무이행청구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

4-2-3 청구인의 지위승계
소청심사청구권은 공무원의 신분에 따른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소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에게 소청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임

소청인이 사망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해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종료됨.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참조)

4-3

피소청인

피소청인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한 기관의 장 또는 부작위청(대통령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임명제청
권자,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으로서 소청인의 소청제기에 따라 당사자로서 소청
심사에 대응하는 상대방을 말함.

4-4

관계인

4-4-1 소청인 대리인
소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소청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고, 여기서
대리인이란 소청인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의사결정과 명의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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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이 때, 그 행위의 효과는 직접 소청인에게
귀속됨.
소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법 제76조 제1항), 이 경우에는
변호사가 위임장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규정 제4조 제2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소청인은 심사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소청업무처리지침
(이하 ‘지침’이라 함) 제12조 제2항)

소청인 대리인은 변호사만 가능한가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후단에서 징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4-2 피소청인 대리인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고(규정 제4조 제1항), 이 경우에는 대리인 지정서나 위임장을 심사
회의 기일 이전에 당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규정 제4조 제2항)
피소청인의 대리인은 심사회의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보다 상위계급(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위 이상)인 자를 지정하여야 함.(지침 제12조 제3항)
※ 피소청인은 소청 심사회의에서 참석하여 징계 처분의 경위, 사실관계 등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4-4-3 참고인
소청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사에 참가할 수 있고,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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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증 인
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함.(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제5항)
소청당사자도 증인의 소환･질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 증인채택 여부는 위원
회의 결정사항이고, 채택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 채택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증인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함.(규정
제11조)

4. 소청당사자와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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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개 요

소청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소청 관할, 심사대상, 기타 적법한 소청심사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피소청인에게 소청심사청구서 사본 1부를 송부하면서
피소청인의 답변서를 요구함.
피소청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를 소청인에게 즉시 송부하는 한편, 검토를
거쳐 필요한 사실조사와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인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소청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출석통지하고, 해당
심사일시에 심사･결정을 하는 일련의 처리과정을 거치게 됨.
소청심사 청구에서 결정서 작성 및 송부까지의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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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처리절차 흐름도 >
○ 접수방법

소 청 제 기
∙ 징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처분)
∙ 불문경고 등 기타 불리한 처분 및 부작위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

＊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뾞
접

수

직권보정
7일 이내 보정요구

○

보완

○

답변서 제출기한 : 14일

○

답변자료 검토

○

작성･검토･결재

○

심사조서 작성

뾞
소청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요구(처분청)
뾞
답변서 접수 및 검토
뾞
처분청 답변서 부본 송부

사 실 조 사

소 청 인

서류･현지조사･기타

뾞

뾞

심사기일 지정통지

조사보고서 작성

∙ 소청인(대리인)
∙ 처분청(처분청 대리인)

∙ 원처분, 소청이유
∙ 증거 및 조사

뾞

뾞
심

사

∙ 요건심사 : 소청제기기간, 소청인 적격, 소청심사 대상,
소청관할 검토

취하

∙ 본안심사 : 징계절차, 사실관계, 법령적용, 징계양정 검토
뾞
결

＊ 심사결정 전까지
소청취하 가능

<심사종결>
정

∙ 각하
∙ 기각
∙ 취소 또는 변경
∙ 무효(부존재) 확인 ∙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의무이행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

뾞
결정서 작성 및 송부
∙ 소청당사자 표시
∙ 결정주문
∙ 결정이유 명시

○

송부 : 소청인(대리인)
처분청(대리인)

＊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송부
＊ 감사원에서 파면 요구한 사건은
감사원에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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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청구 방법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규정 제2조
제1항)

5-2-1 청구서 작성요령
소청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규정 제2조 제1항),
소청 제기기간 계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처분사유설명서와 인사발령통지서를
첨부하여 함.
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② 소속기관명과 직위(소청제기 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 전 소속기관명과
직전 직위)
③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④ 소청의 취지
⑤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⑥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아울러 소청인은 소청청구서 작성 시 구체인 심사 희망시기와 사유(소송 진행,
업무사정, 질병입원 등)를 기재하여 늦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청인에게 알려줌)
소청심사 청구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청구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sochung@korea.kr)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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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소청심사 청구서 서식

소청심사청구서
1. 사건명 :

청구

2. 소청인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소

-

)
(

세)

속

직(계)급
주

소

(우편번호 :

)

전자우편(e-mail)
- 자택 또는 직장 :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대리인
(선임시 기재)

3. 피소청인 :
4. 소청의 취지 :
5.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

년

월

일

*

6. 희망 심사시기 : 빨리( ), 늦게 ( ), 의견 없음( )
* ‘늦게’로 표기한 경우 구체적인 희망시기와 사유 기재(

)

7. 소청이유 : 별지로 작성
8. 입증자료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위 청구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5. 소청심사 청구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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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소청 제기
(1) 제기기간
소청을 제기할 때는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함.
(법 제76조 제1항) 이때 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봄.(도달주의)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하는 무효확인심사청구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사청구는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행정심판법｣ 제27조)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처분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통하여 소청제기 가능 사실과 제기기간을 고지하여야 하고, 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도 소청제기 가능사실 및 제기기간을
고지하여야 함.(지침 제25조)
처분당시 소청 청구 등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거에는 3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제기기간 도과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소청인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심판법｣을 원용하여 180일 이내에 제기한 경우 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본안심사 결정함.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보다 인사발령 일이 늦은 경우, 어느 때를 소청심사 제기
기간 기산시점으로 보나요?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처분권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어 인사발령(징계처분)과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가 동일날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보다 인사발령 일자가 늦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소청인에게
유리한 인사발령 일자를 소청제기 기산 시점으로 보아 본안심사를 하고 있음.
(사건 2018-511, 사건 2019-63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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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본안심사 한 사례는 없나요?
근속승진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채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근속승진 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거나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것과
같은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9383)하고 있고, 근속승진의 특성상 다른 종류의 승진과는 달리 인사권자의 재량이
축소되어 상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승진임용을 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무이행이 없는 경우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청 청구기간(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을 도과하였음에도 본안심사를 함.
(사건 2019-377 참조)

도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상태에 놓여 짐으로써 충분하며(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963 판결 참조),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도달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사건 2002-311 참조)

참고자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행정처분의 무효사유를 이유로 무효확인청구 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기할 수 있으나(｢행정소송법｣ 제18조, 제38조), 취소청구 형식으로 제기할
경우에는 소청심사 전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제기기간 계산방법
기간계산은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도달주의에 의거하여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제기
일로 보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민법｣ 제161조)
소청제기기간은 법률에 규정된 불변기간으로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본안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결정 함.

5. 소청심사 청구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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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책임 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함.
(규정 제3조)

5-2-3 심사청구의 내용변경, 보완 및 취하
소청인은 심사 전까지는 당초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의 내용을 추가로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며,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음.
소청인으로부터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회는 소청 취하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접수한 후 취하되었음을 소청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언제 발생하나요?
소청심사위원회에 취하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접수된 때”란 기록물등록
대장에 등재되는 시점으로, 실무적으로는 접수일시와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를 말함. 위원회는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취하사실을 소청당사자에게 알려줌.(지침 제15조)

5-2-4 심사청구의 효과
(1)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효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적법한 소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법 제12조 제1항),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
(법 제76조 제5항)
(2) 처분에 대한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
소청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
함.(｢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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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이러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함.(｢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
집행정지 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대상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에게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소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함.(사건 2019-248 참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
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함.(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2
결정 참조)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함.
(대법원 2004. 5. 12. 자 2003무41 결정 참조)

5-3

청구서 접수

5-3-1 개 요
소청심사가 청구되면 위원회는 소청 관할, 심사대상, 기타 소청심사청구 여부에
대한 적법성 등을 확인한 후 피소청인에게 소청심사청구서 사본 1부를 송부하면서
피소청인의 답변서를 요구함.
피소청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검토를 거쳐 필요한 사실조사와 자료수집을
실시하는 한편,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인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소청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출석통지를 한 다음 해당 심사일시에 심사･결정하는 일련의 처리과정을
거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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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청구서 접수
(1) 접수여부 검토
방문, 우편, FAX,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sochung@korea.kr) 청구 방법
으로 제출된 소청심사청구서가 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하면 접수담당직원은 필요적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요구하며, 소청인의
적격과 소청심사 제기기간, 해당 관할 여부를 검토하여 적법한 소청으로 접수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됨.
<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소청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소속기관명･직급 및 직위
○ 피소청인(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장)
○ 소청의 취지(취소･감경, 무효확인, 의무이행 등)
○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 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관할이 아닌 소청심사청구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과 함께 정당한 관할 소청
심사위원회로 이송함.
(2) 접 수
(가) 소청사건처리부 등재 및 심사의 병합 등

소청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인적사항, 소청의 취지, 처분요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소청사건처리부에 등재하고 연도별로 접수일자 및 일련번호, 사건번호 등을 부여함.
(나) 청구서 보정

소청심사청구서의 내용 중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표시가 불명확할
경우와 구비서류가 미비되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음.(규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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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인이 보정요구를 받은 후 지정된 보정기간이 지나도록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소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규정 제6조 제2항), 보정을 명한 소청
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함.(규정 제6조 제5항)
<보정사유>

○ 소청인의 주소, 성명 등 기재누락
○ 소청취지의 불명확
○ 소청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위임장 미제출
○ 기타 첨부서류의 미비사항이나 소청인의 착오에 의한 기재오류 등 경미한 흠결이

있는 경우
(다) 담당조사관 지정

소청심사청구서가 사건처리대장에 등재되면 사건담당조사관을 지정하게 되는데,
담당조사관은 주심위원을 보좌하여 사실조사 및 증거자료 수집 등 사건 조사의 역할을
담당함.

5-3-3 답변서의 요구 및 제출
(1) 소청제기 통지 및 답변서 요구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상대방인 피소청인, 즉 처분청에
소청심사청구서 사본을 송부하면서 답변서와 소청인의 수에 따른 부본 제출을 요구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주장한 소청이유에 대응하여 원처분이
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답변서와 그 입증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답변서 작성 및 제출
(가) 작성방법

소청심사기관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피소청인은 사실관계 세부경위,
처분경위, 관련법령, 소청이유에 대한 피소청인의 주장 등이 포함된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피소청인의 주장은 소청이유를 요약하여 그에 대응하는
이유를 항목별로 답변하되, 알기 쉽고 분명하며 논리 정연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답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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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답변서 작성 시 유의사항

피소청인의 답변서는 소청인에게 제공되므로 작성 시 사건 관련 신고자, 제보자, 진정인, 참고인 등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의무기록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익명
(A, B, C, …로 표기) 또는 가명 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피소청인의 입증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나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징계처분이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제재처분임에 비추어 그 입증의 정도는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형사상 유죄의 확신에 준하는 보다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임.(광주고법 2007. 5. 17. 선고 2006누1660 판결 참조)

(나) 제출요령

작성된 답변서 등 자료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지정된 기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함.(문서 및 첨부물은 전자문서로 시행)

5-3-4 답변서 처리
소청심사위원회는 피소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입증
자료가 필요한 때에는 피소청인에게 답변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규정 제4조의2 제2항)
피소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정본은 위원회에서 심사자료로 활용하고, 부본은 소청인
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 심사회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규정 제4조의2 제3항)
소청인은 송달된 답변서에 대하여 추가로 답변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5-4

사실 조사

사실조사는 대체로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현장 확인, 검정 또는 감정
의뢰, 증인의 소환･질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도 있음.(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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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사건 심사 및 결정

6-1

심사회의 준비 및 개최

6-1-1 회의 준비
(1) 심사예정표 및 주심위원 지정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소청사건에 대하여 심사예정표를 작성하고, 사실조사 및
심사를 위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함.
(2) 심사기일의 통지
심사예정표가 작성되면 소청당사자에게 심사일시･장소를 통지하여 출석･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때의 통지방법은 배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
이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사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음.(규정 제8조 제1항)
심사기일의 통지는 소청심사청구서에 표시된 주소지로 하고, 소청인이 소청심사
청구 후 주소지를 이전하고도 당해 위원회에 주소지 정정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사유로 소청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당초 송달한 심사기일 통지문서가 반송되어
올 경우에는, 심사기일 통지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해당 소청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규정 제8조 제4항)
심사기일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규정 제10조 제2항),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위 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안에 서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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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 없이 사건을 심사･결정할 수 있음.(규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소청제기기간의 경과와 소청 관할 위반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소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규정 제7조의2)

심사기일 지정 후 일정을 변경할 수는 없나요?
심사기일을 통지받은 후 소청당사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기일의 연기(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심사기일의 연기(조정)을 할 수 있음.
* 기일연기 : 심사일정에 상당시일의 변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소청제기 후 60일 초과)
* 기일조정 : 심사일정에 약간의 변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소청제기 후 60일 이내)

(3) 대리인 지정통지
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를 받은 피소청인은 해당 사건의 소청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서가 심사기일 이전에 위원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소청인이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을 해당 위원회로 심사기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규정 제4조)
피소청인의 대리인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소청인보다 상위 계급(경찰공무원인
경우 경위 이상)인 자로 지정하되,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문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할 수 있는 자가 대리인으로 포함되어야 함.

6-1-2 회의 개최
소청심사회의는 소청당사자를 참석시켜서 개최하는 정례회의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함.
(1) 정례회의
정례회의의 시기는 주 2회(화, 목)로 나누어 개최하고, 1회 심사건수는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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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사건의 양에 따라 알맞게 정함.
(2) 임시회의
임시회의는 결정연기(보류)사건이 있을 경우 등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소청사건을
심사함.
(3) 회의 참석자
위원장 및 위원, 소청당사자,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참석하며, 간사로
담당조사관 및 직원이 참석함.
소청심사장 배치도

참고자료

소청인

피소청인

조
사
관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4) 회의 진행 절차
(가) 심사 전 확인 및 안내사항
소청당사자들의 출석여부 확인 후, 당사자들에게 심사회의 진행절차와 방법 등을
간략히 설명하고, 회의실 반입금지 물품(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기류, 휴대폰,
기타 소청심사와 관계없는 물건, 흉기 등 위험한 물건) 및 회의실 내에서의 금지행위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위) 등을 안내함.(지침 제16조의2)
(나) 회의진행순서
① 당사자 입실 :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 지정된 좌석에 착석
② 안건상정 : 담당조사관이 심사할 안건을 상정
③ 개회선언 : 위원장이 개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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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사자 확인 : 위원장은 소청당사자에게 소속, 직급 및 성명 등 인적사항확인
⑤ 기피권 행사여부 : 위원장은 소청당사자에게 위원 중에서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함.
⑥ 당사자들에 대한 질의답변 :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주심위원은 소청당사자에게
사실관계, 법령적용 등 원처분 사유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타 정상관계 등을 확인
⑦ 증인신문 : 필요시 참석한 증인들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⑧ 질의 : 주심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함
⑨ 최후 진술권 부여 :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최후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
⑩ 폐회 선언 및 당사자 퇴실 : 위원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당사자에게 퇴실을 명함.
⑪ 토의 및 결정 : 주심위원이 먼저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수의견에 따라 결정 하고 위원장은 이를 선언함.
예외적으로 심사결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거나 좀 더 세밀한 파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결정을 연기(보류)할 수 있음.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척사유에 대하여는 법 제14조 제2항에 위원은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이나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소청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제척사유 또는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위원회는
동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법 제14조 제3항, 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이라 함은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및 소청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하였던 경우 등이라 할 수 있음
아울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음.(법 제14조 제4항)
※ “제척, 기피, 회피” 대상 위원은 위원회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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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조서 작성
심사회의에 참석한 당해 사건의 담당조사관 및 직원은 질문과 답변사항 등 심사회의
내용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규정 제12조), 심사조서는 소청사건의 증거
자료가 되므로 핵심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함.
심사조서는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과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임.(｢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 그 밖에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참고자료

기피신청 유형별 처리방법

￭ 위원회 개회 전 기피 신청
◦ 소청 당사자 입실 없이, 회의 시작 전 위원회 논의 및 결정 후 심사 진행
￭ 위원회 개회 후 기피 신청
◦ 소청 당사자 퇴실 후, 위원회 논의 및 결정 후 당사자를 입장시켜 심사 진행
의사정족수 충족을 위해 기피 여부 결정 시에도 안건 상정을 마치고, 기피 신청된 위원을 퇴실시킨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한 다음 심사 진행
※ 위원장이 기피(회피)된 경우 선임 위원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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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회의 진행 절차

① 사건개요 설명

(주심위원)

② 소청당사자 입실

(위 원 장)

③ 개회 선언

(위 원 장)

④ 당사자 확인

(위 원 장)

⑤ 기피신청 유무 확인

(위 원 장)

⑥ 당사자질문

(주심위원)

⑦ 보충질문

(전 위 원)

⑧ 종합질문

(위 원 장)

⑨ 최후진술권 부여

(위 원 장)

⑩ 당사자 퇴장

(위 원 장)

⑪ 토의 및 합의

(공

⑫ 결정 선언

(위 원 장)

준 비

확 인

질문･답변

회의 종결

동)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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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심사의 내용

6-2-1 요건심사
요건심사란 당해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결과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각하함.
그러나 요건불비가 보정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음.(규정 제6조 제1항)
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
함.(규정 제6조 제2항)
(1) 소청제기기간 검토
소청제기기간(30일)을 도과하여 소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며 이와
같이 기간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적법한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각하판결을 함.
※ 징계처분 시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을 원용하여 180일 이내 청구 시
본안심사를 진행하고, 부작위의 경우 소청제기기간에 영향 받지 아니함.

(2) 소청인 적격에 대한 검토
소청심사청구는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공무원이 제기할 수 있음.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으로 인해 당연퇴직된 경우 당연퇴직 자체는 소청심사 대상이
아님. 다만,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연퇴직에 선행되는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는 퇴직 이후에도 소청제기기간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이는 선행 징계처분일로부터 당연퇴직 시점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수 등의 이익이 있으므로 소청심사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임.
(징계벌과 형사벌은 별개임)

6. 소청사건 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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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청심사 대상 검토
소청심사대상은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무원 신분에 관계된 처분이 아니거나
부작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함.
(4) 소청관할 검토
소청심사청구는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며,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소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이송시켜야 하고,
그 사실을 소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규정 제2조 제2항), 소청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송할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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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체크리스트

참고자료

구

분

관계법령
적합여부
(적합 또는
부적합)

주 요 내 용

 공무원 재직 중 받은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가?
① 소청인 적격

 소청인의 공무원 종류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 별정직)은 아닌가?

(각하 사유)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② 소청심사 대상
(각하 사유)
③ 소청제기 기간
및 관할
(각하 사유)
④ 징계시효
(취소 사유)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무원 신분에 관계되지 않은 처분은 아닌가?
 부작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행청구는 아닌가?

 소청제기기간 도과, 소청 관할 위반 등 소청 제기가 부적합한 경우는
아닌가?

 징계시효가 경과한 후에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을 하여 위법한 경우는
아닌가?
 징계위원회 관할은 적정하였는가?
 징계위원회 위원 중 소청인과 동일 계급자가 포함되어 위법한 것은

⑤ 징계절차
적합성
(취소 사유)

아닌가?
 (일반공무원)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이 4명이상 포함되었는가?
 (경찰･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징계위원회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는가?

⑥ 표창상훈
제시
(취소 사유)

 징계의결 요구를 위한 확인서에 상훈 공적이 기재되어 있는가?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소청인의 감경대상이 되는 표창 등 공적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기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가?

⑦ 기타 사항

예)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만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징계(예시 해임, 견책 등)를 명시하여 요구한
것은 아닌가?

6. 소청사건 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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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본안심사
본안심사는 요건심사의 결과 당해 소청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징계위원회 관할과 구성 등
징계절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사실관계, 비위의 경중 등을 고려한 징계양정,
기타 정상참작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를 함.
(1) 징계절차 검토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 즉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관할징계
위원회에서는 출석통지, 진술권 부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징계의결정족수,
징계시효 도과여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는지, 처분청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함. 확인결과 하자가 있을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징계를 취소
할 수 있음.
(가) 징계요구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하고(｢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징계의결등 요구
권자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도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한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철회로 인하여 징계시효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함.
참고자료

직급별 징계의결 요구권자(｢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2항, 제7조 제1항)

￭ (소속장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연구관･지도관, 우정2급
이상 공무원,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포함),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 6급 이하 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다군, 연구사･지도사,
우정3급 이하 공무원,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포함),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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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고,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함.(｢공무원 징계령｣ 제9조)
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 하였다면 위법한가요?
징계의결의 기한규정은 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 하였다 하여 위법
한 것은 아님.(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참조)

징계는 공무원의 신분상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령 등 관계법령에서 상세한 절차를 정하고 있음. 따라서 징계절차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의 내용･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됨.
특히,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당연무효임.
(법 제81조 제3항)
출석통지 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았다면 위법한가요?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혐의자가 이의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함.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참조)

또한,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 등의 관계 자료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
하다는 것이 종전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공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된 인사기록카드가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었다면, 확인서상 일부 공적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징계
처분의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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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감경대상 상훈 공적이 누락되었다면 위법한가요?
1.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0]에 의하면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함.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참조)
2. 20△△년 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이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보통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인사기록카드에는 원고가 경찰청장으로부터 2회, 행정자치부장관
으로부터 1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사실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에 대해서는
상훈감경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20△△년 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징계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들은 관련 분야에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들로서 각자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상훈
감경이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 당시 간사가
상훈감경의 대상에 관하여 일부 내용을 잘못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징계양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처분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누68685 및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두52166
판결 참조)

(나)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와 보통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를 두며, 징계위원회의 징계
관할과 해당 징계위원의 구성 등은 징계대상 공무원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각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부록 “징계위원회의 관할 및 구성” 참조)
(다)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는 서면에 의하여야 함.(｢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
62

소청심사 업무편람

다만, 판례는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나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고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다는 입장임.
이러한 출석통지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의결은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
역시 위법함.
출석통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출석통지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족하고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9961 판결 참조)

징계대상자의 가족에게 출석통지를 하고,
가족으로부터 출석포기 의사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 징계심의 대상자의 가족에 대하여 전화로 출석통지를 하고 그
가족으로부터 출석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출석통지나 출석포기의 의사는 적법한
출석통지서와 진술포기서에 갈음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법 1976. 6. 9. 선고 75구392 판결 참조)

징계위원회 개최가 임박(2~3시간 전)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징계대상자가 참석한 징계의결은 절차상 정당한가요?
징계위원회 개최가 임박하여 출석통지를 받은 것이 변명 또는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차상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
하여 위 통지가 촉박하게 이루어져 부당하다 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
하였다면 절차상의 흠은 치유되어 징계해고처분은 절차상 정당하다고 봄.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6563 판결 참조)

(라)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진술권 부여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공무원 징계령｣ 제10조 및 제11조), 이러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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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당연무효임.(법 제81조 제3항)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음.(｢공무원 징계령｣ 제10조)
(마) 징계위원 제척 및 기피
징계위원회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상급자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고, 징계등 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그 위원을 징계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직근상급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2019년도 징계업무 편람(인사혁신처
발행)」에서 ‘징계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계장급 이하 하위직의 직근상급자는 일반적
으로 계장, 과장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징계사유 발생 당시 및 현재의 상급자 모두를 제척 대상에
포함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음.(사건 2019-435 참조)

다수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그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역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기피
사유가 공통된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자신에 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음(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따라서 징계위원회 출석
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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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1항)
(사) 징계의 집행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하여야 하고,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아) 징계시효
① 징계시효제도는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없는 제도임(법 제83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따라서 징계시효가 만료된 비위에 대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됨.
②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초일은 징계요구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의결요구사유 중에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징계시효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함.
③ 부작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여야 할 기한을 넘긴 때로
부터 기산하여야 함.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임을 사유로 또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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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
시효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봄.(법 제83조의2 제2항)
⑤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
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83조의2 제3항)
징계절차 중지로 인하여 징계시효도 중단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서 징계절차의 진행중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서 징계절차 진행중지로 인하여 시효가
지나거나 1개월 미만이 된 경우 시효적용의 특례(1개월 유예)를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에서도 ‘검찰
에서 수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시효가 지난
경우 추후 결과를 통보받고 1개월 내에 한 징계요구는 적법하다고 판시’(1981. 7. 28. 80누515)한 바
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 또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징계절차의 진행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나,
징계시효가 지나거나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징계시효의 특례에 의해 1개월간 시효가 유예됨.

일련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1. 비위행위가 모두 소송사건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본건 징계
의결 시 징계시효가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참조)
2.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임.(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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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검토
처분청에서 소청인에게 한 징계처분 사유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와 증거,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와 증거 등을 토대로 소청인의
비위존재 여부와 그 정도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함.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소청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진술,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음.
사실관계 검토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명확한지 여부, 징계처분 이후 징계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일부(전부)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새로운 증거(증인)로 인하여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함.
특히,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사실이 존재한다고 보아 그에 상응하는 징계의결을
하였으나, 징계처분 이후 사법기관(검찰 또는 법원)에서 다르게 해석･판단을 한 경우
에는 소청심사 과정에서 사법기관의 해석･판단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
징계사유에 대해 누가,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하나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관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징계처분이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제재처분임에 비추어 그 입증의 정도는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형사상 유죄의 확신에 준하는 보다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임.(광주고법 2007. 5. 17. 선고 2006누1660 판결 참조)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확인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공무원이 소속한 상급기관의 자체조사과정에서 그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관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확인서와 진술서는 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
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따라서 확인서 및 진술서가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다소 심리적으로 위축
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 하여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및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81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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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감경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20○○. 1. 중순경 ○○기관 인근식당에서 ○○기관장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고교동문
7~8명과 식사중, 누군가 외투에 넣어둔 40만원이 든 봉투를 ○○기관장 집무실에 보관해 오다가
A기관 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되어 ‘견책’ 처분을 받은 비위에 대하여,
A기관의 문답서와 징계의결서에서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동문모임 날짜, 장소, 참석자 등이 특정
되어 있지 않으며, 소청인은 본건 비위사실을 부인하며 현금 40만원 관련 직책수당 지출결의서,
20○○. 1월경 고교 동문모임이 없었다는 동문 확인서(10부) 등을 제출한 반면, 피소청인은 비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취소’함.
(사건 2019-404 참조)
2.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유턴하여 역주행하며 음주단속 진행 중인 의경에게 상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역주행하다 정차 중인 개인택시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하고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비위에 대하여,
원 처분은 공소사실에 기초하여 소청인의 행위가 특수공무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의결된 것으로 보여지나, 결국 대법원에서 특수공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한
점, 소청인이 피해차량 소유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이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강등’으로 감경함.(사건 2015-700 참조)
3.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다가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아 사망케 하고서도 차를 멈추게 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말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전 여자친구 A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행위로 ‘강등’ 처분을 받은 비위에 대하여,
당초 원처분이 소청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교사를 전제로 이루어
졌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었던 점, 부적절한 이성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또한 그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없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으로 감경함.(사건 2017-3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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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소청절차상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적법절차 이념을 실현하려는 요구는 형사소송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절차 및 행정소송절차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
○ 공무원징계절차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로서의 소청절차,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소청절차규정｣, 「공무원 징계령」,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이 적용되지만,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공무원징계에 대한
소청절차 및 행정소송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이론이 적용됨.
○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02조),
법률상의 예외를 제외하면 증거능력의 제한은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소제기 후에 계쟁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사문서도 증거능력이 있고(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4755 판결),
형사소송과 달리 전문증거도 증거능력이 있으며, 어느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증거능력이 있음.(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법률상 예외의 예시>
- 불법검열, 감청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취득한 자료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통신비밀
보호법｣ 제4조, 제14조)
- 법정대리인은 당사자신문의 대상일 뿐 증인신문의 대상이 될 수 없음.(｢민사소송법｣ 제367조,
제372조),
-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감정인은 감정을 할 자격을 상실함.(｢민사소송법｣ 제336조, 제337조),
-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는 증거가 될 수 없음.(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
317 판결)
○ 따라서 소청 및 행정소송절차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으며,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신빙할 것인지 즉, 징계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력이 있다고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소청심사위원 및 판사가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임.
○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행정소송 절차는 실체적 진실발견이 중시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증거수집절차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처벌,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자체를 배제하여 절차적 정의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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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양정 검토
소청인의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이 끝나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유형과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심사하며, 이 과정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과거 유사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결정 선례 및 (부처 내 또는 다른 부처)징계
위원회 간 징계양정의 형평성 등을 참고함.

징계양정 적정성 검토를 통해 감경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2:00경 잠을 자고 일어나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약 10Km 운전해 귀가 중 ○○구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현장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입건되어 ‘해임’ 처분된 비위에 대하여,
‘최초 단순 음주운전’으로 관련 규정상 이에 대한 징계양정은 ‘정직’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음에도 취기가 남아 있었던 숙취 운전으로, 음주 직후 음주상태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운전을 하는 통상의 음주운전에 비하여 고의성 측면에서 소청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볼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여 ‘강등’으로 감경함.(사건 2019-432 참조)
2. 지인으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A에게 뇌물로 교부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300만원은 A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소청인이 수수하여 “징계부가금 4배(2,800만원)”를 부과 받은 처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에서 ‘징계부가금 의결 후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청인이 법원에서 추징금 700만을 선고받고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비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본인과 A가 수수한 1,000만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부가금 1배로 감경함.(사건 2019-521 참조)
3.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상태에서 약 3Km를 음주운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해임’ 처분된 비위에 대하여,
소청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징계처벌 및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유사사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강등’으로 감경함.(사건 2018-3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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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참작 검토
정상참작 검토에서는 소청인의 평소의 행실, 근무태도,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평소 업무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함
아울러,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인지 여부,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인지 여부, 상훈 감경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에서 소청심사
위원회가 징계위원회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을 심사함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는 무엇인가요?
1. 징계권자가 법정의 징계종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됨은 물론, 그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을 몇 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는지, 피징계자인 공무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등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참조)
2.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
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 판결 참조)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됨.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직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임.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및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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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징계의 감경이 가능한가요?
공적이 있는 경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성실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징계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경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기타 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참고자료

상훈 감경 관련 규정 및 최근 판례 동향

○ (감경 대상 공적) 징계의결 시 징계대상자의 과거 공적으로 받은 표창을 참작하여 징계요구양정을
감경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공적으로는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을 받은 공적,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6급이하 공무원등”은 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해당됨.
○ (감경 제외 대상 비위)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경고(불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
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법원 판례 동향) 표창감경규정은 임의적 감경 규정이므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사항은 아니나,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
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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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범위

6-3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함.
(규정 제14조)
원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할 수 있나요?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
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참조)

결정 및 결정서 송부

6-4

6-4-1 결정 방법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법 제14조 제1항)

위원 간 의견이 나뉠 때 소청심사 결정방법

참고자료

○ (사례1) 해임처분에 대하여 위원 8인이 기각 4, 강등 4 의견을 낸 경우
- 출석위원(8인)의 과반수인 5표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가장 불리한 의견인 기각 4에 강등 4를
순차적으로 더하여 반수를 넘은 의견인 강등으로 결정
위원A
기각

⇨

위원B
기각

⇨

위원C
기각

⇨

위원D
기각

⇨

위원E
과반･합의

강등

⇨

위원F
강등

⇨

위원G
강등

⇨

위원H
강등

○ (사례2) 파면처분에 대하여 위원 8인이 기각 2, 해임 2, 강등 2, 정직3월 2 의견을 낸 경우
- 출석위원(8인)의 과반수인 5표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가장 불리한 의견인 기각 2에 해임 2,
강등 2를 순차적으로 더하여 반수를 넘은 의견인 강등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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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A

⇨

기각

위원B
기각

⇨

위원C

⇨

해임

위원D

위원E
⇨

해임

과반･합의

강등

⇨

위원F
강등

⇨

위원G
정직3월

⇨

위원H
정직3월

징계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소청 심사･결정에 있어서 원 징계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됨.(법 제14조 제6항)
절차하자로 의원면직처분이 취소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은 소청심사결정에서 당초의 원처분청의 징계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의원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의원
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사의표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여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이때 당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항에 따라 징계권자로서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열어 징계처분을 하여야하므로, 이러한 징계
절차는 의원면직처분취소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음.(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835, 11860 판결 참조)
※ 유사판례 : 부산고법 2008. 6. 20. 선고 2007누4070, 2007누4087(병합) 판결

【법제처 질의회신 : 07-0324】

소청심사위원회 재적위원 산정방법
⇒ 재적위원은 결원된 위원수를 제외한 현재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를 말함
1.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은 소청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4인이 된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한지?
2. 회답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은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4인이 된 경우에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타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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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2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
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
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재적위원은
법정의 위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원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등에 의하여 결원된
위원수를 제외한 현재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위와 같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위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그 충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
하여 보면, 위원의 결원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청
심사위원회의 설치목적･위원의 정수･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각각 정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제의 기능 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2인을 위촉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던 중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재적
위원이 6인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가 합의체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운영되어 오고 있던 중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한 후 그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은 6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3분의 2인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과 그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위원의 합의로 소청사건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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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질의회신 : 09-0129】

제척위원 등이 있을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방법
⇒ 위원회에 출석한 제척위원 등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되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않음
1. 질의요지
소청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나.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습
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의사정족수에서 제외되는지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제척사유와 관련하여 그 위원이 해당 “소청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14조
제2항)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이와 같은 규정은 해당 위원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봐야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회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라 볼 수는 없으므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있어서도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그 위원을 의사정족수에 산입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피신청된 위원은 해당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의결하는 데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이 경우
에도 기피결정을 위한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여야 하고(법제처 2009. 1. 21. 회신 08-0415 해석례),
회피는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자발적으로 의결에서 빠지는 것으로 제척･기피와 그
효과가 동일하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을 의사정족수에 산입한다면 회피를
한 위원 역시 의사정족수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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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은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도록 하여 의결의 방법에 대해 규정(제14조제1항)하고 있을 뿐 제척･기피･회피
등의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의결정족수는 의결에 필요한
출석 위원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므로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수가 의결에 필요한
출석 위원의 수가 되고 그 중에서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의 의견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09. 1. 21. 회신 08-0415 해석례).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
할 수 없습니다.

6-4-2 결정의 종류
(1) 각 하
심사청구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안심사를 거부하는 결정임.
예컨대, 청구인 부적격, 소청제기기간의 도과, 소청관할위반 등이 해당됨.
(2) 기 각
본안심사의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임.
(3) 인 용
① 취소, 변경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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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효확인, 부존재 확인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결정을 함.
※ 무효확인 청구는 소청제기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③ 의무이행

처분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결정임.
(4) 임시결정
파면, 해임 및 법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20일 이내 최종결정을 하여야 함.(법 제76조 제3항 및 제4항)
임시결정 제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청인 직위에 대한 후임자 발령을
유예시킴으로써, 불필요한 과원을 방지하고 소청인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위원회는 소청당사자의 참석 없이 임시결정을 할 수 있고(지침 제8조제2항), 임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명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규정 제5조),
임시결정문을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지침 제8조제3항)
(5) 결정연기(보류)
위원회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첨예하여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소청심사 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소청결정을 연기(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청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있음.(지침 제19조의2)

78

소청심사 업무편람

참고자료

청구취지별 결정의 종류
결정종류별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각하

기각

변경
(감경)
(명령)

징계(부가금)처분

○

○

○

기타 불이익처분

○

○

징계(부가금)처분

○

○

기타 불이익처분

○

○

징계(부가금)처분

○

○

기타 불이익처분

○

○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

징계(부가금)처분

○

○

○

기타 불이익처분

○

○

○

의무이행청구

기타 불이익처분

○

○

청구취지별

변경청구

취소청구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취소
(명령)

○

직접
처분

이행
명령

○

○

○
○

○
○

○

○
○

6-4-3 결정의 효력
(1) 기속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인정되므로(법 제15조)
위원회의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행정상 책임이 따르게 됨.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78조의3 제1항)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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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양정이 과다(過多)한 경우
처분권자는 법 제78조의3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함.(법 제78조의3 제2항)
현재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직접 취소 또는 변경하고 있으나, 처분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
할 것을 명하는 경우, 이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법 제14조 제6항)
(2) 불가쟁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에서는 지방법원본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됨.
(3) 불가변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쟁송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단 결정을 한 이상 위원회 및 처분행정청 등은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음.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소청결정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이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됨. 다만, 의무이행청구와
같은 경우는 처분청이 구체적인 처분을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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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결정서 작성 및 송부
(1) 작성방법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함.(법 제14조 제8항, 규정
제15조)
① 소청당사자의 표시
② 결정주문
③ 결정이유의 개요
④ 증거의 판단
(2) 결정서 송부
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함.(규정
제16조 제1항)
결정서 도달 시기는 행정소송 제기기간과 재심요구기간의 기준일이 되므로 결정서를
송부할 때에는 배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며, 위원회의 과실 없이 소청인
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는 해당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봄.
(규정 제16조 제2항)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함.(｢감사원법｣ 제32조 제5항)

6-5

재심요구 및 처리 절차

6-5-1 재심요구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의 요구에 의한 재심은 소청심사 결정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04.6.12. 폐지되었으며(｢국가공무원법｣에서 관련 규정 삭제), 현재는 감사원법상
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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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결정에 대하여 감사원은
1월 이내에 당해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소청결정의 집행이 정지됨.(｢감사원법｣ 제32조
제6항 및 제7항)
재심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청심사
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하고(규정 제17조 제1항),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함.(규정 제17조 제5항)

6-5-2 처리절차
(1) 답변자료 제출요구
위원회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부본을 첨부하여 소청인에게 송부하고
답변자료의 제출을 요구함.(규정 제17조 제2항)
(2) 답변자료 검토
소청인으로부터 재심요구권자의 재심이유에 대한 답변자료가 제출되면 당초 소청
사건에 관한 일건 서류와 재심요구서에 첨부되어 있는 추가자료, 기타 관계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3) 심사결정
재심사건의 심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결정할 수 있고(규정 제17조 제3항), 재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규정 제17조 제6항)
※ 재심의 경우 원심의 주심위원에게는 배정하지 않음.(지침 제20조 제1항)

(4) 결정서 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원장
에게는 인사혁신처를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함.(규정 제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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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에 대한 불복

7-1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

소청인은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또는 관할 지방법원본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 제16조), 이때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함.(｢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 소청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하며, 동 기간은 불변기간임.
소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규정 제18조)
소청결정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징계
혐의자에 대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음.(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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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함.(｢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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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의 보관 및 열람

8-1

사건기록의 보관관리

소청사건기록은 일체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편철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소청
심사위원회 자체 또는 문서보관 소관 부서에 이관하여 보관하되, 결정서 원본과 심사
조서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영구히 보관하고, 소청사건처리부는 20년, 나머지
소청관계서류는 5년간 보관함.
위원회는 소청사건이 결정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청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음.(규정 제11조 제5항)

8-2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

8-2-1 소청당사자
소청당사자는 소청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됨.(지침 제23조 제1항)

8-2-2 이해관계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소청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을 거쳐서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는데,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지침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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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청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② 공개로 인해 타인의 명예나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이나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개할 경우 소청사건의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필요 이상으로 대량･다수의 열람이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등

8-2-3 법원
심사조서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달라는 법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조서
사본을 당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지침 제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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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주요 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8.10.16., 시행 2019.4.17.)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18.>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3.23., 20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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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③ 삭제 <1973.2.5.>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3.28.>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8.3.28.>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檢證)･감정(鑑定),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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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
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
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
(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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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
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
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⑨ 소청의 제기･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5.5.18.>
[제목개정 2008.3.28.]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① 제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청심사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임시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제5항을, 결격
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5.23.]
제15조(결정의 효력)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
(羈束)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不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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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30664호, 2020.5.4.)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청심사청구) ① 공무원이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2.16.,
1973.3.30., 2000.11.9., 2007.9.6.>
1.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
(이하 “소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9.6.>
③ 삭제 <1989.12.30.>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의 소청제기
기간(이하 “소청제기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9.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1978.10.27.>
제4조(소청대리인의 지정･선임 등) ① 제2조 제1항에 의한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의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2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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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27., 1989.12.30., 2000.11.9., 2007.9.6.>
제4조의2(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안에 답변서와 소청인의 수에 다른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9.12.30., 2000. 11.9., 2007.9.6., 2020.5.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소청인에게 답변 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9.6.>
③ 피소청인은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대 사건관계인등의 개인정보가 공개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0.5.4.>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부본, 추가 제출된 답변 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설 1989.12.30.,
2007.9.6., 2020.5.4.> [본조신설 1972.12.16.]
제5조(가결정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법 제76조 제3항의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명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9.6.>
제6조(보정요구등) ①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2000.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89.12.30.>
③ 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요구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정요구는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2.12.16., 1978.10.27., 2000.11.9.>
④ 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각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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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0.11.9.>
제7조(소청의 취하)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7조의2(각하) ① 소청제기기간의 경과와 소청 관할 위반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
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9.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소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7.9.6.> [본조신설
2004.6.11.]
제8조(기일지정통지) ①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심사일시･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사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2020.5.4.>
②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27.>
③ 삭제 <2000.11.9.>
④ 소청당사자중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관보에 게재
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당해 소청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2.12.16., 2000.11.9.>
제9조(위원의 기피･ 회피) ① 소청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 또는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1978.10.27., 2000.11.9.>
제10조(진술권) ① 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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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② 제8조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72.12.16.>
제11조(증거제출권) ① 소청당사자는 증인의 소환･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9.6.>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27.>
③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증인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1972.12.16.>
⑤ 위원회는 소청사건이 결정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00.11.9.>
제12조(조서작성) 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처분의 취소 등) ① 피소청인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부작위에 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27.>
제14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4조의2(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심사 결과 징계처분 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소청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5.6.>
제15조(결정서의 작성)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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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6조(결정서의 송부) ① 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청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는 당해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78.10.27., 2000.11.9.> [전문개정 1972.12.16.]
제17조(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① 감사원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요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요구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부본을 첨부하여 소청인
에게 송부하고 답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78.10.27., 2020.5.4.>
③ 재심사건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장에게는
인사혁신처를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2004.6.11.,
2008.12.31., 2013.3.23., 2014.11.19.>
⑤ 제1항의 재심요구서에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1973.3.30., 2000.11.9.>
⑥ 재심요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이 요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9.>
제18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소청인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9.]
제19조 삭제 <19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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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1973.3.30.>
제21조(실비변상)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 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소정액
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1989.12.30., 1998.2.24.> [전문개정 1978.10.27.]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청 심사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청구서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무
3. 제4조에 따른 소청대리인의 지정･선임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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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업무처리지침(소청심사위원회 예규 제20호, 2020.5.2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① 소청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9.6.>
② 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 직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 및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1. 소청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직급 및 직위
3. 피소청인(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장)
4. 소청의 취지(취소･감경, 무효확인, 의무이행 등)
5.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
③ 접수담당 직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소청사건처리부에 이를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소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9.6., 2017.3.24.>
④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청구서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과장은 이를 관할 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9.6.>
⑤ 행정과장은 청구서를 선람하고, 그 사건의 심사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관할 위원회로 이송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4.>
⑥ 소청인이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 희망하였던 심사시기를 위원회의 심사
기일 통지 이전에 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17.3.24.>
제3조(소청사건 처리상황 입력･관리)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조사관은 접수, 답변서 제출, 심사기일 통지, 심사 및 결정 등 소청사건의
제반 처리상황을 소청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2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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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답변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부본을 피소청인에게
송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위원회로 이송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9.6., 2016.4.6.>
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9.6.,
2014.4.22., 2016.4.6.>
③ 제1항의 답변서에는 소청이유에 기재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처분 이유와 근거
또는 입증 방법을 명시하고, 소청 취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6.>
④ 제3항의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입증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는 피소청인에게 답변내용을 보충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4.6.>
⑤ 제4항에 따른 답변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4.6.>
제5조(추가 자료의 제출) ① 소청당사자는 청구서, 답변서 등 제출 서류에서 주장한
사항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할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청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2부를 제출
받아야 하며, 그 중 1부를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9.6.,
2016.4.6.>
제6조(심사의 병합 또는 분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되는 사건을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소청인 연명으로 제출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소청 취지가 별개의 것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분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건을 병합 또는 분리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심사회의 개최
전에 이를 소청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7.9.6.>
제7조(각하) ① 위원회는 소청절차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각하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건을 심사･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회의
개최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소청인에게 각하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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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진술서의 제출 기회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소청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구술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심사회의에서 각하결정이 아닌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3.24.]
제8조(임시결정) 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결정은 청구서 접수 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의 임시결정은 소청당사자의 참석없이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임시결정을 한 경우, 담당조사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시
결정문을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9조(심사예정표 및 주심위원 지정) ① 행정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각
소청사건의 심사기일이 포함된 심사예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각 사건별로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9.6.>
② 위원장은 소청사건 배당 순서에 따라 주심위원을 지정하되, 사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주심위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실조사) 담당조사관은 담당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행정
과장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에 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9.6.>
제11조(심사기일 통지) ① 심사기일은 소청당사자에게 심사개최 7일전까지 [별지
제8, 9호서식]에 의해 통지하되,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9.6.>
② 소청인이 소청절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일의 변경(조정 또는 연기)을 원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6., 2020.5.28.>
③ 피소청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개정 2007.9.6.>
제12조(소청대리인) 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6.>
②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에도 소청인은 심사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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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피소청인을 대리하여 심사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보다 상위계급(경찰
공무원의 경우 경위 이상)인 자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문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할 수
있는 자가 대리인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3조(조사보고서) ① 담당조사관은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07.9.6., 2016.4.6.>
1. 원 처분사유 요지
2. 소청이유 요지
3. 증거 및 조사
② 제1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제14조(증인의 채택) ① 영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소청당사자가 증인의 소환･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심사회의 개최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9.6.>
② 위원회는 신청된 증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소청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소청의 취하) ①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6.>
② 제1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소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7, 18호서식]에 의하여 취하사실을 소청당사자
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6조(심사회의) ① 심사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 <개정 2016.3.2.>
제16조의2(소청심사회의실 입장 시 소지품 제한 등) ① 소청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한 채 소청심사회의실(이하 ‘회의실’이라 한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위원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반입금지물품을 대기실에 보관토록 하고 회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102

소청심사 업무편람

1. 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기류, 휴대폰, 기타 소청심사와 관계없는 물건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② 소청당사자는 회의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위
③ 위원회는 회의실 반입이 금지된 물품 및 회의실 내에서 금지된 행위에 관한
사항을 소청당사자 대기실에 게시하고 소청당사자에게 안내한다.
[본조신설 2009.6.17.]
제17조 삭제 <2017.3.24.>
제18조(위원의 기피)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하였을 때
2.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3.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에 관하여 소청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을 때
② 소청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9.6.>
③ 위원장은 심사회의 개최 전 또는 심사회의 개최 중 소청당사자에게 기피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청당사자로부터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소청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의2(재적 위원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① 위원의 일시적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 발생 당시 재임 중인 재적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심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법 제14조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과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법 제14조제1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있으나,
같은 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없다. <개정
2013.3.24., 2020.5.28.>
[본조신설 200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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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결정문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 이후 사법기관(검찰･법원)에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비위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을 받은 경우
2. 징계처분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입증되어 원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위법
하거나 부당한 경우
3. 유사 비위사례에 비추어 징계처분이 과도하여 징계양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청인의 정상이나 제반 정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20.5.28.>
②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 따른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원징계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4.22.,
2017.3.24., 2020.5.28.>
[본조신설 2009.7.1.]
제19조(심사조서) 심사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개정 2007.9.6.>
제20조(결정문의 작성 및 송부) ① 결정문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소청당사자에게 각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원
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원에 결정문 1부를 송부한다.
<개정 2007.9.6.>
② 소청인에게는 결정문 수령 후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결정연기 사실 통지) 영 제14조의2에 따라 특별한 사유로 결정이 연기된
때에는 소청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8.>
제21조 (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① 감사원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경우 원심의 주심위원에게는 이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② 재심사건은 재심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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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건기록의 정리 및 보관) 소청관련 기록은 사건기록 일체를 순서대로 정리
하여 철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위원회 자체 또는 문서 보관 부서에 이관하여
보관한다.
제23조(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 ① 소청당사자가 소청관련 서류에 대해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한다. <개정
2007.9.6., 2014.4.22.>
②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소청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을 거쳐서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소청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2. 공개로 인해 타인의 명예나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이나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개할 경우 소청사건의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필요 이상으로 대량･다수의 열람이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등
③ 심사조서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달라는 법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조서 사본을 당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의2(심사자료의 반환) 소청당사자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거물 기타 심사
자료의 반환을 신청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7.]
제24조(기간 계산) ① 소청심사의 청구에 있어 기간 계산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소청심사의 청구는 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 청구 고지) ①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
설명서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는 “이

부 록

105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소청관련 자료의 직접수령) 소청당사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소청심사청구서,
답변서, 추가자료, 결정문 등 소청관련 자료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23
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작성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6., 2020.5.28.>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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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6.17., 2013.3.24., 2014.11.19. 2017.3.24.>

소청심사청구서
1. 사건명 :

청구

2. 소청인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소

-

)
(

세)

속

직(계)급
주

소

(우편번호 :

)

전자우편(e-mail)
- 자택 또는 직장 :
- 휴대전화 :

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대리인
(선임시 기재)

3. 피소청인 :
4. 소청의 취지 :
5.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

년

월

일

6. 희망 심사시기 : 빨리( ), 늦게*( ), 의견 없음( )
* ‘늦게’로 표기한 경우 구체적인 희망시기와 사유 기재(

)

7. 소청이유 : 별지로 작성
8. 입증자료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위 청구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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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4., 2014.11.19.>

접 수 증 (보관용)

주 소 :
성 명 :

제출자 :

상기인의 소청심사청구서가

년

월

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

-

호로 접수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접 수 증 (발급용)

주 소 :
성 명 :

제출자 :

상기인의 소청심사청구서가

년

월

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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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 접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7.3.24.>

소청심사 희망 시기 변경 신청서

사

건 :

-

○○처분 △△청구

소 청 인 :

소속 및 직급 :

피소청인 :
본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 신청하였던 ‘소청심사
희망 시기’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경하여 신청합니다.

○ 당초 ‘희망 심사시기’ : 빨리( ), 늦게( ), 의견 없음( )
○ ‘희망 심사시기’ 변경 : 빨리( ), 늦게( ), 의견 없음( )
* 구체적인 희망 심사시기와 사유 기재(

)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년
소 청 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소청심사기일이 지정된 뒤에 기일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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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4., 2017.3.24.>

각하대상(소청인 출석없이 심사) 사건 선정(안)
조사관

행정과장

주심위원

위원장

사건 : 2020-○○○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 검토근거 : 소청절차규정 제7조의2 및 소청업무처리지침 제7조
○ 소청제기기간의 경과, 소청 관할 위반 등 소청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음

□ 사건개요
○ 소 청 인 : 소속, 직급, 성명 기재
○ 처분요지 :

□ 검토결과
○
○
⇨ 이 사건을 각하대상으로 선정하고, 소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당사자 출석 없이 심사회의를 개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덧붙임 : 각하대상 사건 검토보고서(필요시 작성)
≪각하대상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
소청
접수

각하대상 사건 선정사실 통지

각하대상
→

사건으로 선정
(본 서식 활용)

→

및 서면진술서 제출 요구
(별지 제5호서식)

→

조사보고서 작성
(별지 제13호서식)

각하결정
→

(심사회의)
(별지 제21호서식)

※ 위원회는 심사회의에서 소청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각하결정이 아닌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기일을 다시 정하여 소청당사자에게 출석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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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7.3.2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수 신 자

소청인

(경 유)
제

목

각하대상 사건 선정사실 통지 및 서면진술서 제출 요구
1. 귀하께서 청구한 소청사건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어 소청절차규정 제7조의2 및 소청업무처리지침 제7조에 따라
각하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
결정을 위한 심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부적법한 사유 :
2. 이에 따라 소청절차규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하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이에 관하여 진술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이
공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진술서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
니다.(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더라도 위 기일이 지난 후에는 심사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3. 우리 위원회는 귀하께서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구술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심사회의에서 각하결정이 아닌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기일을 정하여 귀하에게 출석 진술의
기회를 드릴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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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7.9.6., 2013.3.24.>

====================

임 시 결 정
====================

사건

-

○○처분 △△청구

소청인 성 명 :

(

)

소 속 :

직 급 :

주 소 :
피소청인 :

피소청인이

년

월

일 소청인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으로부터 이의

△△을 구하는 소청이 있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임시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한다.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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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7.9.6., 2013.3.24.>

심 사 예 정 표
(0000.00.00~00.00)
심
사
예정일시

사건
번호

소

속

직급

성명

원처분

피소청인

처리
기한

주심
위원

담 당
조사관

부 록

비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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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6.17., 2013.3.24., 2014.11.19.>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수 신 자

소청인

(경 유)
제

목

심사기일 통지

1. 귀하께서 청구한 소청사건을 아래와 같이 심사하고자 소청절차규정 제8조에 따라 그
기일을 통지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일시 :
년 월 일( 요일) :
나. 심사장소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

까지 도착)

(주소 기재)
다. 위치 및 교통편 : 위원회 홈페이지 약도 참조
※ 청사 사정으로 무료주차가 허용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복장은 정장(넥타이 착용, 하절기 복장 간소화기간 동안은 미착용)차림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 소청절차규정 제9조에 따라 소청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의 명단은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3. 사정상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도착될 수 있도록 서면진술서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된 심사기일에 불참하고, 서면
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소청인 불참 하에 심사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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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6.17., 2013.3.24., 2014.11.19.>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수 신 자 피소청인
(경 유)
제

목 심사기일 통지

1. 귀 소속의 ○○○ 소청인이 청구한 소청사건을 심사하고자 소청절차규정 제8조에
따라 그 기일을 통지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이 출석하고자 할 때에는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대리인지정서를 심사기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일시 및 장소
가. 심사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까지 도착)

나. 심사장소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주소기재)
다. 위치 및 교통편 : 위원회 홈페이지 약도 참조
※ 청사 사정으로 무료주차가 허용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복장은 정장(넥타이 착용, 하절기 복장 간소화기간 동안은 미착용)차림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3. 소청절차규정 제9조에 따라 소청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의 명단은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4. 대리인 유의사항
가. 대리인 중 1인은 소청인보다 상위 직급자이면서 과장급 또는 계장급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출장･공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계장급 공무원이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소청인보다 상위 직급자(경찰공무원의 경우 상위 계급자로서 경위
이상)가 참석하여야 합니다.
나. 대리인의 진술은 처분권자의 진술로 간주되어 심사의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대리인은
사전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심사회의 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다. 대리인은 해당 소청사건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끝.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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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6.17., 2013.3.24., 2014.11.19., 2020.5.28.>

소청심사기일 변경(□ 조정, □ 연기) 신청서

사

건 :

○○처분 △△청구

-

소 청 인 :

소속 및 직급 :

피소청인 :

위 소청사건의 심사기일 통지를 받았으나 다음과 같이 사유로 심사기일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심사기일

:

○ 변경신청사유

:

년

월

일

○ 희망 심사시기 :

(입증서 첨부)

년
소 청 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참고사항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일조정”은 약간의 일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일연기”는 상당 시일 후에 심사를 희망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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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6.17.>

피 소 청 인(처 분 기 관)
수 신 자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행정과장)
(경 유)
제

목 대리인 지정서 제출

1. 행정과 -

(

.

.

.)과 관련입니다.

2. 소청인 ○○○의 소청사건에 관하여 소청절차규정 제4조에 따라 아래 공무원을
피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담당업무

연락처

끝.

피 소 청 인 (처 분 권 자)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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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6.17., 2013.3.24., 2014.11.19.>

위

사

건 :

-

소 청 인 :

임

장

○○처분 △△청구

생년월일 :

피소청인 :

위 소청사건에 대한 소청인의 모든 권한을 아래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수임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주 소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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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7.9.6., 2013.3.24.>

조 사 보 고 서
주무관
사건

행정과장

주심위원

-

성 명
소
청
인

조사관

생년월일

소 속

.

.

. (

세)
직

성별
급

주 소
대리인

피소
청인

본 인
대리인

처 분 종 류

소청취지

심 사 기 일
처 분 일 자

수 령 일 자

접수일자

○ 비위내용 :
○ 적발경위 :
○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 :
○ 재직경력 :
○ 상

훈 :

○ 징계전력 :
○ 감독자 및 관련자 문책
○ 형사처벌 전력 :
○ 근무성적 :
○ 평소소행 :
○ 기

타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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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9.6.17., 2013.3.24., 2014.11.19.>

증인소환･질문신청서
사

건 :

○○처분 △△청구

-

소 청 인 :
피소청인 :

위 사건의 (피)소청인은 아래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피)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의 소환･질문을 신청합니다.

증인의 표시

증 인

성 명 :
소 속 :

직 위 :

주 소 :

첨부 : 증인소환･질문 사항 1부.
년

신청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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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9.6.17., 2013.3.24., 2014.11.19.>

자료제출명령신청서

사

건 :

○○처분 △△청구

-

소 청 인 :
피소청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에게 다음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가. 자료의 제목
나. 자료의 내용
다. 자료의 소지자
라. 증명할 사실

년

신청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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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9.6.17., 2013.3.24., 2014.11.19.>

소청청구 취하서
1. 사건명 :

○○처분 △△청구

-

2. 소청인
- 성 명 :
- 소 속 :
- 주 소 :

3. 피소청인 :

4. 취하 취지 및 사유
-

소청절차규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청청구를 취하합니다.

년
소 청 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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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6.17., 2013.3.24., 2014.11.19.>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수 신 자 소청인
(경 유)
제

목 소청사건 취하 사실 통지

귀하가

20

.

.

.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20

.

.

.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청절차규정 제7조에 따라 취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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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9.6.17., 2013.3.24., 2014.11.19.>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수 신 자 피소청인
(경 유)
제

목 소청사건 취하 사실 통지

귀 소속으로 근무하는(던) ○○○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소청심사청구(사건번호
기재, 0000-000)에 대해 20

.

.

.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청절차규정 제7조에 취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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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9.6.17., 2013.3.24., 2014.11.19.>

소청심사위원 기피신청서

사

건 :

-

○○처분 △△청구

소 청 인 :
피소청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아래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합니다.

가. 기피 위원
나. 기피 이유

첨부 : 기피이유에 대한 입증자료 1부

년
신 청 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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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7.9.6.>

심 사 조 서
피
소
청
인

소
청

사건
○○처분 △△청구

인

일 시

장 소

위
원
회

위 원 장

:

위

원

:

관계직원

:

출
석
당
사
자

소 청 인 :
(대리인)
피소청인 :
(대리인)

위 원 장 : ○ ○ ○ (서 명)

(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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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서 명)

위

원 : ○ ○ ○ (서 명)

위

원 : ○ ○ ○ (서 명)

위

원 : ○ ○ ○ (서 명)

위

원 : ○ ○ ○ (서 명)

위

원 : ○ ○ ○ (서 명)

위

원 : ○ ○ ○ (서 명)

소청심사회의실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9.6.17.>

====================

결

정

====================

사 건

-

○○처분 △△청구

소청인 성 명 :

(

)

소 속 :

직 급 :

주 소 :
피소청인 :

피소청인이

년

월

일 소청인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으로부터 이의

△△을(를) 구하는 소청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

“주문은 별지 예시와 같이 작성”

이
유
---------------------※ 이유는 다음 면에 1. 원처분 사유 요지, 2. 소청이유 요지, 3. 증거 및 판단 순으로 기재함.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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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주문 예시
결정유형

단 독 사 건

병 합 사 건

각 하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청구를 각 각하한다.

기 각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소청인이 yyyy년 mm월
취 소

dd일 소청인에게 한 △△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소청인이 yyyy년 mm월 dd일 소청인 ○○○,
●●●에게 한 △△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피소청인이 yyyy년 mm월 dd일 소청인 ○○○에게
피소청인이 yyyy년 mm월
변 경

dd일 소청인에게 한 △△
처분은 이를 ▲▲(으)로 변경
한다.

한 △△ 처분은 이를 ▲▲(으)로, 소청인 ●●●
에게 한 △△ 처분은 이를 ▼▼(으)로 각 변경한다.
피소청인이 yyyy년 mm월 dd일 소청인 ○○○에게
한 △△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소청인 ●●●에게
한 △△ 처분은 이를 ▲▲(으)로 변경한다.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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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청인이 yyyy년 mm월

피소청인이 yyyy년 mm월 dd일 소청인 ○○○에게

dd일 소청인에게 한 △△

한 △△ 처분, 소청인 ●●●에게 한 △△ 처분은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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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3.24., 2014.11.19.>

심사자료 반환 신청서

사

건 :

-

○○ 처분 △△ 청구

소 청 인 :
피소청인 :

위 사건과 관련하여 귀 위원회에 제출한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반환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반환 신청 자료목록
가.
나.
다.
라.

2. 받는 곳 :

년
신청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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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09.7.1., 2013.3.24., 2014.11.19.>

수 령 증
사건번호 :
성

-

,

처분

청구

명 :

연 락 처 :
주소(소속) :

본인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방문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직급)

(성명)

(으)로부터 다음 서류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류 목록(자필 기재)

년

월

인계인

(서명)

수령인

(서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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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4.11.19.>

심사자료 (열람/복사) 신청서
사

건 :

○○ 처분 △△ 청구

-

소 청 인 :
피소청인 :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청 자료목록
가.
나.
다.
라.

2. 받는 곳(복사 신청 시) :

년
신청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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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소청심사청구서 및 답변서 >

소청심사청구서
1. 사건명 : ○○ 처분 취소 청구
2. 소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

○○○○○○ - ○○○○○○○ ( ○○ 세)

속

○○구치소

직(계)급

○○(○급)

소

주

소

○○○ )

○○시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 - ○○○ )

전자우편(e-mail)

전화번호

- 자택 또는 직장 : ○○○ - ○○○○ - ○○○○
- 휴대전화 : ○○○○ - ○○○○ -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 동의안함(

)

대리인
(선임시 기재)

3. 피소청인 : ○○구치소장
4. 소청의 취지 : 피소청인이 ○○○○년 ○○월 ○○일 소청인에게 한 ○○ 처분의
취소를 구함
5.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 ○○○○년 ○○월 ○○일
6. 희망 심사시기 : 빨리(

), 늦게*( ✔ ), 의견 없음(

)

* 강제추행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법원의 판결이후 심사 희망(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9구합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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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청이유 : 별지로 작성
8. 입증자료
가) 인사발령통지서
나) 처분사유설명서(징계의결서 포함)
다) 소청 이유에 대한 입증서류(있을 경우)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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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소청이유
(1) 사실관계(징계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재)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작성
(2) 징계사유 인정여부(인정하는 부분과 불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
(가) 인정하는 부분
○○ 징계사유는 인정합니다.

(나) 불인정하는 부분
○○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징계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각 징계사유의 항목별로 소청인의 주장을 기재,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징계양정이 과도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 이유로 부당합니다.

(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 이유로 부당합니다.

(다) 징계양정의 부당성
○○ 이유로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4) 소청인의 정상참작사항
공직에 임용된 후 업무추진실적, 상훈공적, 기타 정상참작사항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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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숔 소청사건 표시
○ 사건번호 : 20XX-○○○ * 답변(변명)자료 요구공문에 기재된 사건번호 참조
○ 사 건 명 : 예)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 소 청 인 : 소속, 직(계)급, 성명
○ 피소청인 : ○○○○장

빲 피소청인 대리인 : 소속, 직(계)급, 성명, 연락처
○ 처 분 일 : 2020.○○.10.
○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일 : 2020.○○.11.
*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처분의 경우 소청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소청심사청구일 : 2014.12.5. * 답변(변명)자료 요구공문 참조

숕 적발(인지)경위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

○ 도박

빲 도박사건에 대한 ○○경찰서 수사 시 소청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
경찰서에서 소청인의 근무처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관련자료 첨부)
○ 음주운전사고

빲 피해 운전자가 사고현장에서 112에 신고(관련자료 첨부)

숖 사실관계 세부경위
※ 징계사유별, 일자별, 시간대별로 사건전개 등을 자세히 작성
※ 아래 자료는 작성예시이므로 소청사건의 유형 및 성격에 맞게 변형하여 작성 요망
※ 답변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자 진술조서, 참고자료 등에 기재된 인적사항(성명의 가명
또는 익명 처리, 주민번호 뒷자리, 전화번호, 집 번지 등) 및 민감 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 작성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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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1 : 도박>
○ 2020. 5. 1. 19:00경

빲 소청인이 중학교 동기인 ○○○(남, 45세) 등 4명과 함께 ○○동 소재 ○○
식당에서 송년회 모임을 가짐
○ 2020. 5. 1. 21:00경

빲 소청인 일행이 1차 모임을 마치고 2차로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 가서
여흥을 즐김
○ 2020. 5. 1. 22:30경

빲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긴 후 일행 중 1명인 ○○○(남, 45세)가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가서 야식을 시켜 먹자고 제의하여 소청인
등 5명이 위 사무실로 이동함
○ 2020. 5. 1. 22:40경

빲 ○○사무실에 도착하여 야식으로 술과 안주를 시킨 후 일행 중 1명이 카드를
하자고 제의하자 모두 동의, 출입문을 잠그고 창문을 커튼으로 가린 후 카드
도박의 일종인 속칭 ‘○○도박’을 시작함
○ 2020. 5. 1. 23:10경 : 야식 도착(5만원 상당)
※ 출입문 개방 후 다시 잠그지 않았음

○ 2020. 5. 1. 24:00경

빲 익명을 요구한 자가 위 장소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함
○ 2020. 5. 1. 00:05경

빲 소청인 등 5명이 모두 도박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형사 입건됨(판돈 ○○만원)
<징계사유 2 : 음주운전사고>
○ 2020. 10. 7. 18:30경

빲 주간 당직근무를 마친 소청인이 사무실에서 퇴근, 본인의 승용차(00수0000,
쏘나타)를 운전하여 약속장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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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0. 7. 19:00경

빲 ○○동 소재 ○○식당에서 사전에 약속한 후배 ○○○를 만나 술을 마심
○ 2020. 10. 7. 20:00경

빲 소청인의 지인 ○○○가 술좌석에 합류
○ 2020. 10. 7. 22:00경

빲 술자리 종료(3명이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심)
※ 소청인은 2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주량은 소주 1병)

빲 소청인의 후배와 지인은 모두 택시로 귀가, 소청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승차
하여 시동을 건 상태로 약 1시간 정도 있다가 귀가하기 위해 23:00경 승용
차를 운전하여 식당을 출발함
※ 소청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

○ 2020. 10. 7. 22:25경

빲 소청인이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약 3.1km를 진행하던 중, ○○구
○○동 ○○번지 소재 ○○은행 부근 ○○사거리 ○○방향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차량(00나0000, BMW, 운전자 : ○○○)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차량 동승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를 입히고, 차량 파손에 따른 70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 야기
○ 2020. 10. 7. 22:35경

빲 피해차량 운전자의 112신고로 ○○지구대 경찰관 출동
○ 2020. 10. 7. 22:55경

빲 소청인은 ○○지구대로 연행되었고, 같은 날 23:00경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200% 나옴

숗 처분경위(형사처분, 징계처분, 기타처분 등)
○ 도박사건 수사 및 형사처분 현황

빲 2020. 5. 2. : 소청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경찰서)
※ 소청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힘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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빲 2020. 5. 3. : ○○경찰서에서 소청인의 근무처인 ○○로 공무원범죄 수사
개시 통보를 함
빲 2020. 5. 6. : 소청인 등 4명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검찰청)
빲 2020. 6. 30. : 소청인 등 4명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검찰청)
<기소유예 처분사유>
∙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피의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 음주운전사고 수사 및 형사처분 현황

빲 2020. 10. 8. : 소청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경찰서)
빲 2020. 10. 7. :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검찰청)
빲 2020. 10. 11. : 벌금 200만원 구약식처분
빲 2020. 10. 16. : 소청인이 정식재판을 청구(○○법원)
빲 2020. 11. 10. : 벌금 300만원 선고(○○법원)
※ 소청인이 항소 포기하여 2020. 12. 9. 벌금 300만원 확정

○ 소청인의 도박 및 음주운전사고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조사, 징계절차 진행

빲 2020. 10. 11. : 소청인에 대한 감찰 진술조서 작성(조사기관명)
빲 2020. 10. 16. : 조사결과 보고(조치건의 : 중징계)
빲 2020. 10. 24. : 중징계 의결 요구(○○ 보통징계위원회)
빲 2020. 11. 12. : 파면 의결(파면 4표, 해임 1표)(○○ 보통징계위원회)
빲 2020. 11. 15. : 파면 인사발령(○○○○장)
빲 2020. 11. 16. :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내용을 통지한 일시 및 방법 등을 기재

수 관련법령, 규정, 지침, 지시사항 등
○ 징계처분, 형사처분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조문, 지시사항 등
※ 지시사항의 경우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지시공문을 별도로 첨부

138

소청심사 업무편람

숙 징계사유별 소청이유 및 이에 대한 피소청인의 주장
<징계사유 1 : 도박>
○ 징계사유 요지(징계의결서 내용 요약 기재)

빲 친구 4명과 함께 약 1시간 20분 동안 판돈 65만원의 속칭 ‘세븐오디’ 도박을
한 비위
○ 소청이유에 대한 피소청인 주장
소청이유
(소청이유를 논점별로 요약)

피소청인 주장
(소청이유에 대한 피소청인 주장, 관련 증거자료)

- 판돈규모, 형사처분결과, 일회성 오락 여부
- 도박이 아니라 일회성 오락이었음

판단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관련 증거자료 목록

- …………

- …………
* 관련 증거자료 목록

<징계사유 2 : 음주운전사고>
○ 징계사유 요지(징계의결서 내용 요약 기재)

빲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취상태에서 약 1.7㎞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 및 90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야기한 비위

부 록

139

○ 소청이유에 대한 피소청인 주장
소청이유
(소청이유를 논점별로 요약)
- 술을 깨기 위해 차 안에서 약 1시간동안

피소청인 주장
(소청이유에 대한 피소청인 주장, 관련 증거자료)
- 약 1시간동안 차 안에 있다가 출발한 것은

잠을 자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라고

노력하였음

볼 수 없음
* 관련 증거자료 목록

-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졌고, 식당도 문을 닫아 부를 수가
없었음

-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수가 없었다면 차를
두고 귀가를 했어야 하며, 소청인의 주장은
음주운전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음
* 관련 증거자료 목록

- …………

- …………

* 관련 증거자료 목록

<징계사유와 직접 관계가 없는 소청이유>
소청이유(정상참작사항 등)

피소청인 주장

- 약 1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3개의 감경대상 - 표창감경은 임의적 감경사항임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노부모를 모시며 - 소청인의 가정형편과 징계처분은 별개의
처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사안임

있는 점, 아파트 전세금 대출로 빚이 5천만 원이 - 소청인에 대한 파면처분은 비위에 상응하는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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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처분임

숚 소청인의 정상관계 자료
항목별

소청인 성명

내

용

○ ○○○(19**년생)

○ 15년 00개월

재직경력

최초임용 직(계)급(‘94.1.1., 공채), 승진한 직(계)급(’00.1.1., 심사),
현 직(계)급(‘08.1.1., 시험)
○ 감경대상 : 총 1회

상

훈

(최초 임용 시부터
현재까지 수상한 모든
상훈)

- ○○○장 표창(’04.1.1. ○○○ 유공)
쉑 징계양정 결정 시 표창감경 적용 여부 : ‘적용’ 또는 ‘미적용’

○ 비감경대상 : 총 11회

- ○○○장 표창 5회
- ○○장 표창 5회
- 기타○○ 표창 1회
○ 1차감독자 : 소속, 직위, 직(계)급

관련자 및 감독자
문책현황

⇒ ’14.11.20. 불문경고
○ 2차감독자 : 소속, 직위, 직(계)급

⇒ ’14.11.20. 경고
※ 처분요구 중일 경우 : ‘처분요구 중’으로 기재

○ 총 3회

- ’96.1.1. 견책 → ’98.8.15. 대통령 특별사면
징계
(행정상 주의, 경고,
계고 등은 별도 표기)

∙ 처분사유요지 : ……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비위
※ 경고 2회, 특별교양 1회
쉒2005. 3. 20. 서장 경고(당직근무 중 순찰 결략)
쉒2007. 4. 11. 지방청장 경고(전경 무단이탈 감독 책임)
쉒2009. 2. 5. 서장 특별교양(무단 외출)
○ 총 3회

- 벌금 100만원(’06.1.1., ○○법원, 음주 후 행인 폭행)
형사처분

→ ’08.8.15. 대통령 특별사면
- 기소유예(’14.7.20. ○○검찰청, 본 건 도박사건 관련)
- 벌금 300만원(’14.11.10. ○○법원, 본 건 음주운전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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숛 입증자료 목록 : <붙임 참조>
※ 아래 서식에 따라 별지 작성

연번

건

명

일련번호
(페이지)

1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2014.6.28. ○○경찰서장)

1

2

…

3

…

…

…

25

…

195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자 진술조서 등에 기재된 인적사항(성명의 가명 또는 익명 처리, 주민번호 뒷자리,
전화번호, 집 번지 등)은 반드시 삭제하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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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위원회의 관할 및 구성

숔 징계위원회의 징계 관할
징계위원회

관

할(징계대상)

중앙징계위원회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연구관 및 지도관, 우정2급 이상 공무원,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함) 사건
◦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 공사급 이상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명령에 의한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6급 이하 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연구사 및
지도사 등의 징계등 사건 등
◦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6급이하 공무원 등의 중징계 또는 중징계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

보통징계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징계등 사건
※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중징계요구사건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징계위원회 관할사건 제외)

대통령
경호처
직원

감사원
직원

고등징계
위원회

⦁1급 내지 5급 직원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중징계사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29조

보통징계
위원회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경징계사건

고등징계
위원회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등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연구관, 나급 이상전문임기제
공무원,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공무원)
※ ｢감사원 징계규칙｣ 제3조

보통징계
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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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경 찰
공무원
(경찰청,
해양
경찰청)

소방
공무원
징계
위원회

관

할(징계대상)

중앙징계
위원회

⦁총경･경정
☆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 ｢경찰공무원법｣ 제26조

보통징계
위원회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
⦁경정이상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경찰기동대･해양경찰서
등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및 정비창 :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
⦁의무경찰대 및 경비함정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
공무원

소방청

⦁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정 또는
소방령인 소방공무원(다만, 국립소방연구원의 경우에는 소방정인 소방
공무원),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 소방준감 이상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 ｢소방공무원법｣ 제28조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본부
국립소방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연구원
시･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센터 및
소방서
외무
공무원

국가
정보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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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외무공무원
※ ｢외무공무원법｣ 제28조

고등징계
위원회

⦁1급부터 5급까지의 직원 및 전문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심사 또는 재심사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에 따른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상당하는 임기제직원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0조

보통징계
위원회

⦁6급이하의 직원 및 임기제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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숕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징계위원회

설 치

구

성

위원장 : 인사혁신처장
위 원 : 17명~33명(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 공무원위원 : 국무총리가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함
1.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
2. 제1호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앙징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 민간위원 : 국무총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촉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자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자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원장 :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
위 원 : 9명~15명(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 공무원위원 :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의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함
- 민간위원 :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보통징계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예외적으로
소속기관에도
설치 가능)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촉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3.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
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
고등징계
경호처
위원회
직원

대통령
경호처

⦁위원장 : 선임감사위원
⦁위 원 : 7명(고위감사공무원 직무등급 중 가등급 보직자와 민간)
※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2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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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설 치

구

성

⦁위원장 : 제1사무차장
⦁위 원 : 7명(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민간)

보통징계
위원회

※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2이상이 되어야 함.

⦁위원장 : 선임감사위원
⦁위 원 : 7명(감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1/2이상이 되어야 함

- 공무원 위원 : 고위감사공무원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 중에서 감사원장이 임명
- 민간위원* : 감사원장이 각 호의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

고등징계
위원회

감사원
직원

감사원

보통징계
위원회

경찰
경찰청
공무원
및
중앙징계
해양경찰청
위원회
경찰
공무원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법학 또는 행정학 담당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자
3. 고위감사공무원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원장 : 제1사무차장
⦁위 원 : 7인(감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공무원 위원 :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감사원장이 임명

※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1/2이상이 되어야 함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법학 또는 행정학 담당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원장 : 위원중 최상위계급 또는 먼저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
⦁위 원 :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5~7인이하의
공무원 위원을 임명 또는 민간위원을 위촉
※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1/2이상이 되어야 함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3.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위원장 : 위원중 최상위계급 또는 먼저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
⦁위 원 :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3~7인이하의
경찰
공무원 지방경찰청 등 공무원위원 임명 또는 민간위원을 위촉
※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1/2이상이 되어야 함
보통징계 각 경찰관서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위원회
2.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3.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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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설 치
소방청 및
시･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구

성

⦁위원장 :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
⦁위 원 : 5~7명
※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1/2이상이 되어야 함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위원장 :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
･국립소방연구원･
⦁위 원 : 3~7명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1/2이상이 되어야 함
및 소방서
⦁위원장 : 외교부 차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위 원 : 5~7명,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실장급 이상 직위에
외교부

재직중인 3인 이상의 외무공무원 또는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민간위원
※ 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고등징계
국가
위원회
정보원
직원 보통징계
위원회

국 가
정보원

⦁위원장 :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위 원 : 4~6명, 1급 직위에 보직된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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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참고 판례

□ 감독책임
공무원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공무원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당해 공무원이나 부하직원이 구체적
으로 어떠한 직무수행상 태만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감독의무위반 사실을 밝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함
토지대장등본은 토지대장과 대조하여 상위 없다는 취지로 발급되는 증명서이므로 구청의 토지대장
등본 발급담당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정정되기 전에 임의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허위라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종이로 가리고 토지대장을 복사한 후 소유자미복구라
하여 그 등본을 발급하는 행위는 위법하지만 그와 같이 토지대장등본이 잘못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대장등본발급담당자의 차상급자에게 그 부하직원의 토지대장등본의 발급업무를 제대로 확인,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공무원의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7606 판결)

감독자의 관리소홀로 부하직원의 부정행위가 계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면허계장인 원고가 출장시험장에서의 면허시험감독을 소홀히 하고, 정답지, 답안지 및 컴퓨터채점실의
열쇠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운전면허시험을 담당하는 부하 직원 9명이
공모하여 수천 명의 응시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합격시키는 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의 부정행위가
계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7644 판결)

□ 영리업무 금지 의무 위반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의 영리업무 여부(소극)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영리업무의 한계 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하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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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종의 의무 관련
1.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과 하관의 복종의무
2. 상관명령에의 절대 복종이 불문률로 되어 있는 경우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고,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
[2] 설령 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률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문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의 국법질서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불문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 성실의 의무 관련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기 전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으로 취소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소극)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
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자동차정비업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이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허가거부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으로 취소된 경우, 그 거부처분을 행한 경위에 비추어
담당 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7608 판결).

부 록

149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가 미치는 범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도 있다.
전국기관차협의회가 주도하는 집회 및 철도파업은 정당한 단체행동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그 집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되었고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철도의 정상적인 운행을 수행하여야 할 철도기관사로서의 성실의무는 철도의 정상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의무에까지도 미친다고 보아, 철도기관사에
대하여 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철도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대학교수의 근무시간 중 골프행위가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에 해당 여부(적극)
대학 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는 학기당 부여된 담당강의를 완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진리 탐구를 위한 나름의 학문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한 사례(서울행법
2000. 3. 23. 선고 99구3637 판결)

ㅔ

공무원이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의 주무국장 겸 신고된 양성화대상 건축물의 정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는 특정건축물정리 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위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의 과중을 빙자
하여 담당직원 1인에게 그 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전담시켰을 뿐 아니라 동인의 검토결과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그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담당직원이 그 신고인들과 결탁하여
허위의 신고서류임을 알고서도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이는 동인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한 사례(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183 판결)

공무원이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위배한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가 과장으로 있는 광주시 동구청 건축과의 직원인 건축기사보 갑이 이 사건 건축허가당시 현장
조사를 할 때에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복합민원처리대상인 을학원과의 관계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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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여 원고가 결과적으로 위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통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은 현장확인을 한 담당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의할 수 밖에 없었고, 갑이 작성한 위 복명서에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으며,
또 원고는 위 사설강습소에 관한 개정법률을 그 소속직원들에게 숙지시켜 왔던 터이라면, 갑의 차상급
감독자인 원고에게 이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하직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1179 판결)

직무상 관련성이 없어도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으로서 관내의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575 판결)

□ 직장이탈 금지 관련
연가신청 허가 전 근무지 이탈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1]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인지 여부(적극)
[2] 공무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소속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을 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단직장이탈행위’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직장 이탈금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무원이 출장 중 점심시간대를 훨씬 지난 시각에 근무장소가 아닌 유원지에 들어가 함께 출장근무
중이던 동료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직장 이탈금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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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의 의무 위반 관련
뇌물성 및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
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임(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2. 7.26. 선고 2001
도6721 판결 등 참조)
[2] 경찰청장으로서 모든 범죄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1년에 3~4차례 정도 전화로 안부 인사를 나눌 정도였던 갑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뇌물’,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기준 및 성립요건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
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됨(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참조), 이러한 청탁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행하여
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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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와 아닌 관계가 결합된 경우 수수액 전체를 뇌물로 본 사례
[1]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이라고 한 사례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05. 2. 16.자 변경계약
및 GS건설 컨소시엄 참여와 관련하여 그즈음 공소외 1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수회에 걸쳐 수수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한꺼번에 수수한 점, 위
4,000만 원을 교부하는 공소외 1은 물론이고 이를 수수하는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 중
일부는 2005. 2. 16.자 변경계약에 대한 대가로, 나머지는 GS건설 컨소시엄 참여와 관련한
대가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000만 원은 2005. 2. 16.자 변경계약에 대한 대가와 GS건설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서, 이는 그 전체가 2005. 2. 16.자 변경계약 및 GS건설 컨소시엄
참여와 사이에 각각 대가관계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피고인이 직무행위인
2005. 2. 16.자 변경계약과 관련한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은 4,000만 원 전액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영득의 의사로 수령한 뇌물의 액수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아 후에 이를 반환한 경우
뇌물죄의 성립 범위(=수령한 액수 전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
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처럼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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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범행일시 등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의 진술이 각
각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됨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
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함
[3]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
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
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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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공여자와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이른바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킴(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890 판결 등 참조).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699 판결 참조), 위 2억 원의 현금이 든
굴비상자를 제공한 공소외 1의 행위가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하여 그가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피고인에 대하여도 뇌물수수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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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및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
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1997.4. 17. 선고 96도3378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됨(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징계부가금 산정 기준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뇌물성 판단사례
[1]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위 공무원이 범행 당시 경품용 상품권 제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승진하여 경품용 상품권 제도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금원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그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사례
[2]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돈을 수수한 동기,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차용금의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여부 및 그 이행 여부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법 2006. 12. 14. 선고
2006고합1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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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처가 받은 뇌물의 인정(적극)
피고인과 증뢰자가 수시로 접촉을 계속하여 왔고 사생활에까지 도움을 줄 정도의 관계라면, 증뢰자가
피고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의 처에게 금품을 보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로서도 그가 금품을 보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숨기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달리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그 금품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144 판결)

무상차용하여 이익을 본 경우 추징의 대상(=금융이익 상당액) 및 그 산정 방법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129조 내지 133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여될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
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범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직무관련자에게 청첩장을 발송하고 축의금을 수수한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은 지도점검 대상업체에 대한 위반사항의 조사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지도
점검 대상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은 것은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들로서는 축의금을 내지 않을 경우 받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피고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통한 업무상 편의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청첩장의 발송과 축의금 수수행위는 사회 일반으로
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받은 축의금이 사교적 의례에 해당할 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
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축의금 수수행위에 관하여 개개의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직무와의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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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즉 그 공여자가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또는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 판단한 다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축의금 수수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뇌물수수로 판단하여야 했음에도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위 축의금 수수행위 중 일부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871 판결)
※ 사건 2013-97 관련 판례

□ 명예퇴직 관련
명예퇴직 신청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 철회 가능 여부(소극)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
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3개월 후에 명예퇴직하기로 합의하여 미리 사직서를 제출한 후 3개월이 다 되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면서 위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사도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당초 합의한 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 도박 관련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판단 자료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도박성과 상습성의 개념은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박의 전과나 전력유무 또는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됨
도박의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외에 도박을 한 전력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피고인이 연말과
연초에 단 두차례에 한하여 평소 잘 아는 사이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도벽의 습벽 즉 상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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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행위나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 인사 관련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지 여부의 판단기준
인사규정은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
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지양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님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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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 관련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아니라고 본 사례(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호봉재획정시 일부 경력을 호봉재획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대하여 ‘호봉재획정처분’으로써 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 취지 및 적법요건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 비밀엄수의 의무 관련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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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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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죄에 있어서 ‘직무상 비밀’의 의미 및 보호법익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
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 성희롱 관련
성희롱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한 ‘성적 언동 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음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이 그 경위나 정황, 발언자의 의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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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대한 판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함.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
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
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
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두74702, 2018. 4. 12.)

□ 품위유지의 의무 관련
형사상 무죄판결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
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됨(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기본권행사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의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
사유가 됨(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87누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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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원고는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위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였고,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자녀의
해외 어학연수비 등 교육비와 생활비 등에 무절제하게 소비하였으며, 동료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채무
부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대출보증을 하도록 하거나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도록
하여 그들의 월급이 압류되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있고, 원고가 위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으며,
기타 경찰관의 공익적 지위와 위와 같은 과다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복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중략)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판 1999. 4. 27, 99두1458)

□ 포괄일죄 관련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임(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하므로,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수개의 거래처로부터 각기 다른 일시에 조합정관상의 1인당 대출한
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각기 다른 범의 하에 부당대출을 하여
줌으로써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범한 경우, 그것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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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들은 모두 국가배상사건을 심의･결정하는 직무를 다루면서 원심판시의 각 기간동안 매월말이나
배상액결정시마다 김종렬한테서 그가 접수시킨 배상사건에 관하여 서류상의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것을 묵인하여 주고, 보다 빠른 시일안에 많은 금액의 배상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제공하는
돈을 여러번에 걸쳐서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이처럼 동종의 범행을 일정한 기간동안 반복하여
범하였다면 그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것이요, 그 피해법익 또한 동일함. 이
경우에 그 돈을 준 장소나 기간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돈을 건넨 전체의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그 범의의 계속성이나 시간적 접속성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되지는 아니함. 그리고 그 돈을 건넬
때마다 그 부탁한 배상액결정사건 내용이 다르다 하여 피고인들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부인
하지는 못함. 따라서 피고인들의 수뢰행위를 포괄적으로 1개의 죄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545 판결)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
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
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
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임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 기 타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으로 본 사례
[1]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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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등 참조)
[2]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한 사안
에서,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비리사실이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상의 징계사유에 미달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의 해당여부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은 국세청 및 산하관서 소속공무원이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비위사실이 그 지침이 정한 징계기준에 미달한다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
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누5907 판결)

[1]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2]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취소청구의 선택적 병합 또는 단순 병합의 허용 여부(소극)
[1]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경찰 접촉금지 지시 관련
원심(서울고법 2012. 7. 12. 선고 2011누37413 판결)은, ① 이 사건 지시 전에 접촉금지대상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자진신고 하도록 한 것은 과거의 접촉 실태를 파악하여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진신고 내용을 해당 경찰관과 유흥업자 사이의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수사상 단초로 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지시에서 지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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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금지대상자와 접촉한 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한 것은 업무목적 외 접촉사실을 신고하라는 것이지
형사책임과 관련한 사실을 신고하라는 것이 아닌 점, ③ 이 사건 지시에는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한
경우 책임을 감면한다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유착으로 간주하여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자진신고를 독려하려는 것에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고, 미신고를 유착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이 사건 지시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지시에 따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하여 접촉금지
대상자와 유착비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시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18219 판결)
※ 사건 2010-647 관련 판례

표시기관의 착오로 인한 소 취하의 효력(유효)과 그 임의 철회 여부(소극)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 중 1인에 대한 소 취하를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보아
야 하므로, 그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 전원의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볼 수는 없고,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음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징계사유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의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당초 징계사유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그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를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에게서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하여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실추시킨 비위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징계양정을 파면처분에서 정직 3월의 이 사건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그러므로
당초의 징계사유와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서울고법 201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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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1누17068 판결)
※ 사건 2010-62와 관련된 판례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됨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중략) … 원고가 ○○○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과 자주 연락하며 빈번한 술자리를 갖는 등 각별한 관계를 유지
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의 게임장 단속 당시 동료 경찰관에게 ○○○의 선처를 구하는 전화를
한 것은 이 사건 종전 처분(파면) 이전에 이루어진 조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었던 점, 이 사건
종전 처분은 위와 같은 조사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가 관내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신의 사회친구 ○○○로부터 금품, 향응을 제공받고 위 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성실,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그 징계사유로
삼았던 점, 이 사건 형사판결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정직 3월)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연락하고 빈번하게 술자리를 갖는 등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고, 위 게임장 단속 당시에는 ○○○의 선처를 구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것인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종전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각 징계사유를 전혀 별개의 사유라
볼 수 없고,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함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징계사유와 비교할 때 일부 사회적 사실
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제공받았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본 사례(수원지법 2014. 9. 24.
선고 2013구합20593 판결, 서울고법 2015.4.21. 선고 2014누65778 판결)
※ 사건 2011-243과 관련

금품수수에 있어 그 일시만이 약 1개월 정도 달리 인정된 경우에도 징계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금품의 수수에 있어서 공여자, 액수 및 그 수수하게 된 경위가 동일하다면, 그 수수일시에 약 1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징계사유와 원심인정의 비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함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2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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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무단결근 일수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의 적부(적극)
국가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으나 징계의결요구시까지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요구가 있는
경우 그 무단결근이 징계의결을 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면 소관 징계위원회가 최초에 요구된 일수
보다 많은 무단결근일수를 징계의결사항으로 하였다 하여도 이는 무단결근이라는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또 원고들의 방어권행사에 무슨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요구없는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전보인사 조치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사권자가 당해 공무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부패방지법(2001. 7. 24. 법률 제6494호)에 따라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공무원에 대하여 위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전보인사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시청 소속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혐의자로 신고한 후 동사무소로 하향 전보된 사안
에서, 그 전보인사 조치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 원활한 업무 수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5. 28. 2006다16215 판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 이탈한 경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해임처분이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
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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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의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소극)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753 판결).

절차하자로 소청에서 의원면직 취소 후 징계처분 가능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은 소청심사결정에서 당초의 원처분청의 징계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의원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 결과 소청심사
위원회가 의원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사의표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
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여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
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이때 당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항에 따라 징계권자로서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열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징계절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원면직처분취소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음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853, 11860 판결).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10도6388, 2012. 4. 19.)

부 록

169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집단행위’에 대한 해석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여럿이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여럿이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 또는 일제 휴가나
집단적인 조퇴, 초과근무 거부 등과 같이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속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되어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청의 권한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발표 내용 중에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공무원 본인은 물론 행정조직 전체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더욱 크므로, 그러한 발표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14두8469,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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