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 단계 유죄 판결 전 선제적 인사조치 직위해제 쟁점 및 위법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두38273 판결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정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

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
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
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
두154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당시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
나,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
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
아, 원고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함

직위해제 기간 감액지급한 보수를 무죄 형사판결 및 직위해제 취소된 경우 원보
수와 차액 지급의무 있음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3167 판결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
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
4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
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 등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
정으로 취소된 경우 등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 등’을 소
급하여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
한다고 하고 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위 ‘수당 등’은 수

당과 실비변상 등을 말하는바, 위 제19조 제7항이 정액급식비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
은 경우와 징계처분 등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취소된 경우 정액급식비도
소급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