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명

제2011-40호

소 청 인

성

명 : ○

감봉1월처분 감경청구

○

소 속 : ○○시청 ○○○사무소
직 급 : ○○○○7급
주 소 : ○○시 ○○면 ○○리 ○○○○아파트

피소청인

○○시장

피소청인이 2011.9.15.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으
로 부터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
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요지
가.

소청인은

1995.2.15.

지방농업서기보로

임용되어

2010.10.22.부터

2011.9.15.까지 ○○시 ○○○○과에 근무하던 중, 2010.7월 일자미상경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겸
임 교수인 ○○○로부터 2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2011.7.18. ○○지방경찰
청으로부터 뇌물수수로 공무원범죄 수사상황이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된

자로서,
나. 소청인의 소행은 다음과 같다.
소청인은 2010.7월 일자미상경. 업무담당과 관련하여 (주)○○의 대표이사
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겸임 교수인 ○○○로부터 2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다. ○○시인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소행에 대해「○○시 지방공무원 징계양
정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1.9.14. 감봉1월로 의
결하였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하여 2011.9.15.자로 감봉1월에 처하
였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1995년2월15일 ○○시 ○○사무소에서 농업직공무원으로 공직생
활을 시작해서 열심히 근무해 오던 중 국립 ○○대학교에서 자문료를 지급
하여 받은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이것이 ○○대학교의 정식 회계절차를 거
쳐 지급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청렴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
며, 정직 절차를 거친 자문료가 아님을 인지하고는 바로 돌려주었으므로 소
청인에 대한 감봉1월 처분을 감경을 구한다.

3. 증거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청인 및 피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 변명서, 공무원범죄처분결
과통보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등 일건 기록과 서면
진술서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에서는 2011.7.18. 위 1. 징계처분 사유요지 나목에 적시
된 소청인의 소행에 대해 뇌물수수로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조를 하였다.

(3) 피소청인은 2011.7.29. 소청인의 소행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시인사위원회에 경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
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소행에 대해「○○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1.9.14. 감봉1월로 의결하
였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하여 2011.9.15.자로 감봉1월에 처하였다.
(4) 우리위원회에서는 2011.1.5. 소청인의 이 건 청구는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
는소청심사 청구기일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써, 소청의 형식적 요건의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사료되어 각하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나. 판 단
본안에 대한 판단 여부에 앞서 본 건 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2011.9.15. 피소청인으로부터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 받았고, 감봉1월처분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소청심사
청구 제기 기간인 30일 이내가 아닌, 64일을 도과한 2011.11.17. 소청심
사를 청구하였는 바, 본 건은 형식적인 요건인 소청심사 청구 제기 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지방공무원법」제19조 제3
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안 심사를 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