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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징계책임의 제한

국문요약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의 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
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사용자는 징계권을 행사
하고 있다.
근로자의 고의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징계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근로자를 징계한다면 이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기업 경
영에는 어느 정도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실

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제한 이론이 주장 및 인용되고 있듯이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징계책임에 대해서도 이러한 책임제한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근로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이 있으나 주로 근로자의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하여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용자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
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것이 아닌, 기업 내 징계책임의 제한에 관한 것을 다루었다.
타인의 법익침해 및 국가질서에 대한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응징한다는데 있어서
형벌과 징계벌의 성격은 유사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형벌의 범죄성립요건을 구성
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3요소로 나누듯이 징계성립요건도 징계규범해당성,
경영질서침해성, 비난가능성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징계책임제한의 근거를 형법상 허용된 위험론에
의한 징계책임 제한과 경영상 수인론에 의한 징계책임 제한 그리고 기대가능성론
에 의한 징계책임 제한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 허용된 위험의 범주 내에 있는 과
실은 징계규범해당성 조각사유로, 경영상 수인한도 내의 과실은 경영질서침해(위
법성) 조각사유로, 그리고 기대불가능성에 의한 과실은 책임(비난가능성) 조각사
유로 구분될 수 있다.

※ 주제어 : 취업규칙, 징계, 과실책임, 허용된 위험, 경영상 수인, 비난가능성, 징계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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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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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 민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적극적 채권침해
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 또는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이 성립하며, 제3
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기업의 경영에는 항상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완벽하게 방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경영상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및 손해는 기업경영에 자연히 수반
하는 것일 수 있다. 기업경영에 수반되는 일정 수준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한 위험을 안고 사업을 경영하는 자, 즉 사업의 영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자
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민법의 계약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근
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당해 작업의 위험도에 따라서 근로자의 책임은 일정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용자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근로자
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면책규정이 노동법에 존재
하지 않아 학설 또는 판례1)에 의해서 근로자 책임제한법리가 인정되고 있다. 근로
자의 과실책임 제한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이 있으나2) 주로 근로자의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하여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용자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
킨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것이 아닌, 기업
내 징계책임의 제한에 관한 것을 다루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서 징계의 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의 징계사유 중
1)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25595 판결; 1991.5.10. 선고 91다7255 판결;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 대법원
1996.4.9. 선고 95다52611판결;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7255 판결 등 참조.
2) 이종복,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책임제한”, 「노동법학」 제2호, 1989; 정기남,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의 사용자 또
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7권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김재현,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야기한
손해에 대한 노동법상 책임제한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37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이종복,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책임”, 「노동문제연구」 제8권, 198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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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
우”를 들고 있고 이를 기초로 사용자는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사업장 질서침해에 대한 책
임을 물어 징계한다는 것에 수긍이 가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 대한 징계는 근로자
에게 가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과실을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누어 경과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고3) 또 과실로 인한 어
느 정도의 손해발생은 기업경영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
로자의 과실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수준 징계책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근로자가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
로 인하여 사용자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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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제한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논거를 제시해 본다.

Ⅱ. 과실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여부
1. 징계의 개념 및 근거
‘징계’란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그 기업운영에 수반되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영질서에 위반한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말한
다. 징계는 직장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에 계약위반의 정도를 넘어 직장질서
를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어야 비로소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4) 징계는 직장질서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질서벌이라는 점에서 계
약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계약벌과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의 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여
이를 기초로 사용자는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다. 징계사유로는 근무태도불량, 복무
명령위반, 직장규율위반, 겸직금지위반, 경력사칭, 비리행위 등을 들 수 있고 징계
의 종류로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근무실적

3)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9, 263면.
4) 임종률, “근로자 징계의 법리”, 「법학논총」 제5권, 「법학연구소, 1989,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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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조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은 채무불이행사유 즉 근로계약취
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일반해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보느냐 또는 근로계
약의 취소사유로 보는냐에 따라 노동법상의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여부가 달라진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등한 근로관계의 일방당사자인 사용자가 타방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징계조치
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
로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
한다.”고 하여 ‘징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제93조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중
제11항에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95조에서는 ‘취업규
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고, 제28조 내지 제33조에서는 부당한 징벌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징계권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사용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근거조항임과 동시에 근로자의 권리보호조항으
로서의 측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경영질서 유지와 근로자의 권리
보호의 측면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징계권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학설은 고유권설, 계약설, 법규범설로
구분할 수 있다. 고유권설은 징계권은 경영권에 기초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징계권은 인정된다는
견해이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평등이념에 쉽게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
다. 계약설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징계규정이 포함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계약설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권을 인정하고 근로계약
을 체결한다는 것이 근로자의 진실된 자유의사로 보기 어렵고, 또 기업질서위반을
이유로 하는 징계벌을,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벌로 본다는 문제점이 있다.
법규범설은 노사관계를 지배하는 일정한 법규범 즉 취업규칙을 근거로 하여 근로
기준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는 한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가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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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법규범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징계권을 규범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는 취업규칙
의 작성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징계권의 근거를 취업규칙에서 찾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5)
판례는 사용자가 조합원 징계에 대하여 노조의 사전동의나 승낙을 얻은 뒤 인사
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징계권은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이어서 그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
은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보았고,6) 사용자는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
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판례는 사용자

자의 본질적 권한으로서의 징계권을 인정한 고유권설을 지지하는 편이다.7)
생각건대, 근기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규정, 징계에 관한
규정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 노조법상 단결활동권의 정당한 행사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규정, 판례의 태도 등을 통해 볼 때 사용자에게 당연
히 징계권이 인정된다는 고유권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8) 사법관계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한편으로 경영권 내지 재산권으로
부터 기업의 운영질서규칙(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보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사용자가 고유권에 기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징계권을 행사한다면 이러한 사용자의 징계권은 남용될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사용자 일방이 경영권에 기해 제정하는 것을 인정하되
그러한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합의가 전제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요
건을 갖추는 한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가진다고 보는 법규범설이

5)
6)
7)
8)

김형배, 앞의 책, 633-635면.
대법원 2003.6.10, 선고, 2001두3136, 판결.
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21337, 판결.
고유권설에 의할 때 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운영 또는 근
로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징계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213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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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고 본다.9)

2. 과실의 개념
형법에서 ‘과실’이라 함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
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과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범죄실현에의 인
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의와 차이가 나고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였으
나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불가항력 내지 우연한 사고와 다
르다.10) ‘과실’은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의의무의 표준을 행위자
개인의 주관적 주의능력에 두는 주관설과 사회 일반인 즉 평균인의 주의능력에 두
는 객관설이 있다. 객관설이 우리나라의 다수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11) 객관설에
따르면 평균인을 능가하는 주의능력자는 평균인의 주의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평
균인에 미달하는 주의능력자는 평균인 수준의 주의를 하여야 하지만 그 주의능력
의 부족에 대해선 책임판단의 영역에서 고려된다.12)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제750
조). 여기서 ‘고의’라 함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
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과실’이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할 수 있는데도 부주의 즉 주의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위를 한 심리상태’를 말한다.13) 민법상의 이러한 과실의 개
념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구체적 과실
에 의하기 보다는 그 직업에 종사하는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는 ‘추상적 과실’로 본다.14)
9) 우리나라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도 법규범설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다(임종률, 앞의 글, 160면).
10)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박영사, 2017, 191면.
11) 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도3292, 판결; 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12)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196면. 평균인의 주의의무는 신중한, 성실한, 사려깊은 평균인의 주의의무로 보되 결과발생을 예
견하고 회피할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의 주의의무만을 요구한다.
1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9, 389면.
14) 정준현, “국가배상의 책임주체와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11,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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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과실을 평균인의 주의능력으로 보는 객관설이나 민법상의 과실을 평균
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위반인 추상적 과실로 보는 것이나 양자 모두 평균인에
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위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본다. 민법상 과실은 형법상의 과실과는 달라서 고의와 동등한 법률효과가 발생하
고, 그 책임에 경중이 없으므로 특히 고의와 구별할 실익이 없다. 민법은 손해배상
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형법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민법상의 고
의와 과실은 그 구별의 필요성이 없으나 죄의 유무에 대해서는 과실보다는 고의범
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형법상 고의와 과실은 구별이 필요하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고의나 과실 모두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민법의 과실책임은 근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에 적용되는 것이고 기업 내 징계처

처분도 민법의 영역 내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징계처분은 기업질서침해
라는 행위에 대한 비난이자 이에 대한 벌칙이라는 점에서 형법이론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주의의무위반은 법률,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지만 모든 주의의무를 성문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조리
상, 경험칙상의 주의의무도 고려된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징계처분은 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를 요건
으로 하지 아니하지만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삼는다.15) 징계처분에 있어서 근로
자의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징계책임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16)

3. 과실에 대한 징계 가능성
근기법에서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취업
규칙 작성을 강제하고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
여 근로자의 의견청취·동의, 행정관청에의 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
15) 김향기,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과 그 불복 방법”, 「토지공법연구」 제19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513면.
16) 곽윤직, 앞의 채권각론, 3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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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고 있다(제93조).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취업규칙상의 징계에 관
한 규정은 사법상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통 기업의 취업규칙에서는 징계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를 명시
하고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명예훼손 또는 사
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17) 여기서 징계요건으로 ‘고의’로 인한 경우에 징계대상이 된다
는 점은 쉽게 수긍이 가지만18) ‘과실’로 인한 행위까지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가?
현행 법령상 과실행위에 대한 처벌을 제한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과실책임주의
원칙상 취업규칙에서 징계요건으로 과실행위를 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사법상 효력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징계요건으로 ‘과실에 의한 행위’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 과실행위를
징계요건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취업규칙에서는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사유에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
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과실행위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지는
불분명하다.19) 그러나 그러한 문구가 없더라도 법령상 과실행위에 대한 처벌을 제
한한다는 근거가 없고 현실적으로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자의 과실행
위로 인한 경우도 징계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①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
우, ②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
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
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
17) 예를 들어, A기업의 취업규칙 제 6.3조(징계사유)에서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① 고의 또
는 과실로 회사의 명예훼손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
쟁을 야기 시키거나 회사발전을 저해하는 원인 행위를 조장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8)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즉시해고가 가능하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있지만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고의의 경우 징계제도와 무관하게 해고가 가능하므로 고의의 경우에는 면책의 여지가 없다고 보
아야 한다.
19)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 제59조(징계)에서는 회사는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
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3.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
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기타 이에 준하는 행
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용노동
부, 「표준취업규칙」, 2014.12,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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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제78조 제1항). 이에 따라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태만,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사유에는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언급이 없지
만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과실’의 경중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
결하도록 되어 있다.20) 여기서 별표1의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한
가, 약한가 또는 고의, 중과실, 경과실인가에 따라 징계기준을 정해두고 이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징계의 경우에 과실행위를 징
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판례의 태도를 보면, 대법원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상

호)' 및 '감봉 이상의 2회 이상 징계자로 개전의 정이 없을 때(복무 제5호)'에 해당
하는 징계사유에 있어서는 고의나 과실의 개념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서 징계양정
기준으로 규정된 고의, 과실은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결국 피징계자가
저지른 비위의 내용, 성질, 경중, 징계의 목적 등에 의하여 징계양정의 구분을 하
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는데,21) 직무태만이나 근무성적불량으로 개전의 전
이 없는 경우에는 과실의 존재여부를 따지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른 판
례에서는 원고는 사고 당시 사정과 이 사건 선박의 레이다 작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항행하여 가면서 경계를 게을리하여 진로 전
방에서 마주 오는 상대 선박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피항조치를 취하려 하였지만
그 작동 상태 역시 미리 확인하여 두지 아니하였던 탓으로 사고 당시 작동 불량을
일으킴으로써 안전 피항을 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해난을 발생케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징계재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22)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해 징계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20)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
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
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2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5421 판결.
22) 대법원 2000. 6. 9. 선고 99추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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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단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해고의 상당성 여
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23) 과실의 정도를 징계해고의 정당성 평가사유로
고려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판례는 해난에 관하여 직무상 과실이 있어 징계재결을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을 때는 징계권의 일탈 내지 남
용으로서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고,24) 계호근무자들의 상급감독자
로서 계호근무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해임을 택한 것은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처분내용이 너무 무거
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여25) 과실이 있는 경우 징
계처분을 인정하고 다만 그 징계의 정도가 과실과 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체적으로 취업규칙에는 고의 외에 과실행위에 의한 결과에 대해 징
계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과실행위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법
령상 과실에 대한 징계를 금지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다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정권을 인정하고 그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내용으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과실행위에 대한 징계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기
법의 수권적 규정에 의해 그 효력이 인정된다.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르면 과실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
만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은 민사법의 원칙이고 이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형사법에서는 과실불벌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과실행위를 처벌
하고 있다.26) 기업내 징계책임에 대해 민사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과실행위에 대해
징계책임을 지우게 해야 할지 아니면 형사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과실행위에 대해
징계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과실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23)
24)
25)
26)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33556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3추1 판결.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3270 판결.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
한다(형법 제14조).

134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징계책임의 제한

을 묻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
형사벌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그러한 행
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질서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목적이 있는
만큼 징계벌도 사용자나 또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직접
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그러한 행위가 직장질서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벌과 징계벌은 질서벌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은
같다고 할 수 있어서 질서벌인 징계처분에도 형벌이론의 과실불벌주의 원칙이 고
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벌이 적용되지만 그렇다고 민사상 책임이 면
제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질서침해자에 대해서는 징계벌이 적용되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책임을 묻고 형법은 과실불벌주의를 취하지만 예외적으로
과실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반드시 과실행위
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과실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
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근로자의 과실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인간
의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과실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따라서 기업내 징계책임에 있어서 비록 과실행위가 고의에 비해 비난의
정도가 작지만 사용자측에서는 과실행위에 대해 징계벌을 지움으로써 근로자에게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
로 과실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가능한 것으로 귀결된다.

Ⅲ. 과실행위에 대한 징계 성립 요건
1. 서설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이든지 특별한 집단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질서유지를 위
해 질서규범이 필요하고 그러한 질서규범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규범 위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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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징계권이 요구된다.27)
기업은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기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업질서유지를 위해 필
요한 규범을 제정하고 기업질서규범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징계권을 행사하여 신
분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기업질서침해를 예방한다. 한편으로 국가라는 단체도
국가가 형벌권의 주체가 되어 국가질서유지를 위해 규범을 만들고 이러한 규범을
위반할 경우 형벌을 가함으로써 응보와 동시에 규범의식을 강화하여 범죄를 예방
한다.28) 형벌과 징계는 양자 모두 그 집단의 질서 유지를 위해 규범을 제정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지만 징계권은 특별한 인간관계 또는 특별한 공동체 내의 질서유지
를 위해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인정되는 제재수단임에 반하여 국가가 범죄통제를
위해 일반적으로 과하는 형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형사제재와는
구별되는 점이 있다.29)
사용자의 징계권은, 기업 내 공동의 작업질서유지를 통한 전체적인 노동보호의
목적에서 국가가 입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행위를 사용자로 하여금 규제할 수 있
는 징계권을 법률의 수권규정을 통해 부여하고 사용자가 스스로 작성한 취업규칙
에 입각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때, 사용자의 징계권행사도 당연히
국가형벌권행사에 준하는 정도의 사법성에 입각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30) 또한 징계권은 직장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도로
서, 계약벌처럼 손실의 전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질서벌로서 행위의
무의 위반자에 대한 위해, 보복, 교정 등 형벌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므로 징계권도
형벌과 같이 질서벌인 성격상 징계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자의에 맡길 수 없고 일
정한 형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31)
형벌과 징계벌은 양자 모두 질서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서벌이지만 징
계는 기업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형벌은 일반사회의 질서유지를 목
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기초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벌에도 형법과 동일
27)
28)
29)
30)
31)

이상국, “사용자의 징계권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1권 제21호, 한양법학회, 2007, 596면.
최준, “형벌의 목적”, 「교정복지연구」 제22권 제22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1, 172면.
김일수, 「한국형법I」, 박영사, 1993, 692면.
이상국, 앞의 글, 614면.
이상국, 앞의 글, 614-6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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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다분히 논리비약적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약자의 지위에 있고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사용자 일방에 의해 제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대상, 징계종류, 징계수준, 징계기구 등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사용자의 징
계권이 더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사용자의 징계권의 적정한 행
사를 위해 징계성립이론이 필요하게 되나 현재 마땅한 징계성립이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법상의 범죄성립이론을 기업질서침해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판
단하는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향후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 징계성립이론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징계를 행하기 위해서는 징계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징계성립요건에 관해서
는 이론이 박약한 편이므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어 온 형법상의 범죄성립요건이
론을 원용하여 징계성립요건을 고찰해 볼 수 있다.
형법상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3요소로 구성된 범죄성립요건을 체계
를 빌려서, 이와 유사하게 징계성립요건에 대해서도 징계규범해당성, 경영질서침
해성 그리고 비난가능성으로 나누어 아래에서 살펴본다.32)

2. 징계규범해당성
‘징계규범해당성’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처분을 내릴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성
질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에 처해질 수 있
는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징계에 처해질 수 있는 사
유로 무단결근을 들고 있을 때 근로자의 무단결근행위는 징계구성요건에 해당하
는 성질을 갖는다.33) 징계규범해당성은 형법상 범죄성립요건 중 구성요건해당성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성요건해당성’은 형벌을 부과할 추상적·유
형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 범죄사실이
32) 이러한 징계성립요건의 체계에 대해서는 박경서, 「기업내 징계의 이해와 실무」, 중앙경제, 2003.을 참고하였다.
33) 박경서, 위의 책,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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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법률적 구성요건에 합치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한다. 죄형법정주의
에서는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가 범죄로 되기 위해서는 형법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아무리 반도덕적·반사회적 행위라 하더라도 법
률이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34)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해당성과 마찬가지로 징계규범해당성이 없으면 다른 요건
을 살필 필요없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징계규범은 대체로 취업규칙이
나 단체협약이 징계규범에 해당하나 이러한 명칭에 구속받지 않고 상벌규정, 인사
규정 등 징계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유형을 정한 규범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징
계규범의 행위유형은 법령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수 없으며
추상적이어서는 안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35)
취업규칙에서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명예훼손 또는 사업에 지장
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징계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명예훼손’은 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사
회적 평가’는 현존하는 객관적 사회적 평가를 말하고 그 평가의 내용이 반드시 진
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36) ‘사업지장초래’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의 운영의 정지 또는 중단 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재산상 손해발생’은 유형, 무형의 재산적 손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징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의의무위반이 있고 그로 인해 징계규범에
서 정하고 있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
다.37)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했을 것인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
인의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과실행위와 재산상 손해 등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
다.38) 대법원은 과실범의 경우 ‘직접적 인과관계’라고 표현하면서 과실과 결과 간
34)
35)
36)
37)
38)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73면.
박경서, 앞의 책, 42면.
박경서, 앞의 책, 182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162면.
위의 책,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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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왔다.39)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로는 조건설, 상당인과관계
설, 규범목적설, 위험성관련설 등이 있다. 이 중 원인 및 결과의 관계에 서는 무한
한 사정 가운데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어떤 전행사실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초래
되는 후행위험이 있을 때에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상당인과관계설이 통설 및 판
례의 입장이다.40)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데에 불가결의 조건이 되었던 것 가운데에
서 상당한 조건만을 원인으로 간주하되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은 파악하기 어려우
므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고찰해야 한다는 객관적 인과관계설이 타당하다
고 본다.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법
제

3. 경영질서침해성

수 없고 징계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가 경영질서를 침해하거나 침해
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경영질서침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 중 위법성에 해당하는 성질을 갖는다. 형법상 범죄구성요건
중 ‘위법성’이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보아 허
용되지 아니한다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말한다. 구성요건은 원래 위법행위를 유형
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단 위법한 것으로 추
정된다.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지된 행위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규범을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정당화사유’라고
한다. 여기에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등이 속한다.41)
형법상 위법성의 실질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고려한
다. 행위반가치는 행위에 대해 사회윤리적 견지에서 부정적으로 내려지는 가치판
39) 대법원 1991.02.26, 선고 90도2856 판결.
40) 상당인과관계설은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과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로 나뉜다.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당사자가 인식한 사정만을 기초로 하고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발생할 결과만이 행위의 결과라고 하는 설이고 객
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당사자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묻지 않고서 제3자 일반적 지식상 알 수 있는 모든 사정을 기초로 하여 고
찰하여야 한다는 설이며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은 보통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과 채무자가 특히 알고 있었던 사정을 함께 고찰대
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이다(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118-119면).
41)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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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말하며 그 내용은 주관적 불법요소 즉 고의·과실·목적·불법영득의사 등이 있
다. 결과반가치는 행위가 초래한 외부적 사태에 대하여 내려지는 부정적 가치판단
또는 행위가 초래한 법익침해를 말한다. 위법성의 실질을 행위반가치만으로 파악
하게 되면 행위의사만을 불법의 본질로 보게 되고 행위의 결과는 불법판단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의범에 있어서 기수와 미수를 구별할 필요가 없으며
침해범은 위험범과 차이가 없다. 위법성의 실질을 결과반가치만으로 파악하게 되
면 자연재해와 같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한 법익침해까지도 그 대상이 되며 사회윤
리적으로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익침해의 결과만 있으면 형법상 불법이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오늘날의 통설은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위법성실질판단의 동등한 구성요소로 본다.42)
형법상의 위법성 판단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함께 고려한다는 통설적 견
해에 따르면, 경영질서침해성에도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행위반가치라 함은 근로자의 행위가 기업경영질서에 부합하는 상당성을 일
탈한 것을 말하며, 결과반가치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영질서의 침해가 발생
한 것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경영질서의 침해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결과가 발생
할 구체적 가능성도 포함된다.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영질서가 침해되는 결과
가 초래되었을 지라도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행위반가치가 없
는 것이 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허용되지 않는 행위반가치가 있다고 하더라
도 경영질서 침해의 결과반가치가 없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43) 근로자의 행
위가 법률상 허용되거나 관련 규범적 근거가 있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
니하는 행위, 공익을 위한 위법사실의 공표, 위법·부당한 사용자의 지시 거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징계의 보호법익은 기업질서유지라고 할 것이므로 기업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단
순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 근로자의 업무 중 과실로 인한 재산
상 손해발생은 민사상 적극적 채권침해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

42)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227-228면.
43) 박경서, 앞의 책, 6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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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협약 내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위반의 효과로
서 손해배상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며 징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도 기업질서침해를 이유로 취업
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이 경우 채
무불이행은 근로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채무불이행이
기업질서의 침해를 야기하였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된다. 즉 근로자의
계약위반행위가 다른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악영향을 주는 등 근무규율 내지 직장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44) 따라서 특정한 근로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와 병행하여 기업질서침해를 이
유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45) 즉 어떠한 위법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어떠한 채무불이행이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 구별은 쉽지 않다. 취업규칙은 사용자 일방적으로 제정할 수 있기 때문
에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도 사용자 일방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 결과 특정
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였다면 이에 근거하여 징
계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행위인지 기업공동질서 위반행위인지 따지지 않고 징계권의 행사를 계약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이론적
비판을 받고 있다.46)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계약의무위반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라는 계약
법적 수단보다 징계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징계의 대상이 아닌,
단순한 근로계약위반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할 때 근로자가 이러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위반의 채무불이행에 대
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심지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징
44) 김소영, “사용자의 징계권의 범위”, 「한국노동법학」 제34호, 한국노동법학회, 2010, 148면.
45)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여 이에 따라 징계하는 경우 계약위반행위에 대해 질서벌책임을 지우
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계약위반행위가 직장질서와도 관련되어 복무규율로 정하
고 있다면 징계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5, 505면; 이상국, 앞의 글, 594면).
46) 김소영, 앞의 글,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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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책임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다투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용자의 징계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
요하다는 견해가 있다.47) 개별 기업마다 징계의 대상행위를 사용자측 일방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각기 정하기보다는 기업질서침해행위를 통일적으로 유형화하여 가
능한 동일한 행위유형에 대해 동일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할 사항들도 있다고 보지만 모든 기
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48)

4. 비난가능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뿐 아니
라 행위자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 유책한 행위여야 한다. 이를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라고도 한다. 행위자에 대한 비난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를 ‘책임
조각사유’ 또는 ‘면책사유’라고 하고 비난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사유를 ‘책임감경
사유’라고 한다.49)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징계규범해당성과 경
영질서침해성 외에 비난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징계의 정당성요건으로서 ‘비
난가능성’이란 근로자가 그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경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경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로 나아감에 대하여 이를 경영질서와 사회윤리
47) 김소영, 앞의 글, 148-149면.
48) 업종별, 직종별로 표준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업종이나 직종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기업의 경우 동일한 표준취업규칙을 사용하도록
하여 취업근로자간 차등적, 차별적 요소를 없애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업규모의 대소, 노동조합의 유무, 근무지역 등에 따라 해
당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만약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별이 아닌 산업별, 직종별,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산업별, 직종별로 동일, 유사한 취업규칙이 적용
될 것이고 이는 표준취업규칙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이 과거 산업별 교섭을 금지하고 기업별 교섭으로
일원화해온 역사적 환경 때문에 현재 기업별로 운영하고 있는 취업규칙이 제각기 다르고 또한 취업규칙의 내용도 기업비밀이라
고 하여 외부에 잘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측의 자의적인 취업규칙 제도의 운영하게 함으로써 기업별 근로
자간 차별 등을 야기하고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내용을 통일적 적용을 방해한다. 표준취업규칙의 운영은 자연히 근로자의 징계
에 관한 규정도 통일될 수 있다. 현재 노동부가 표준취업규칙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지만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의 제정시 도움
이 되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동종, 유사한 업종의 기업별 근로자에게 통일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적용한다는 차
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기업별 취업규칙이 통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표준취업규칙정책을 보완, 확대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9) 책임조각사유에는 책임무능력, 정당한 이유있는 위법성인식의 결여 또는 착오, 강요된 행위 등이 있고 책임감경사유에는 한정책
임능력이 있다(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6, 68-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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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에서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비난가능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경영질서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리를 변식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거
의 모두 책임능력이 있을 것이므로 실제로 책임능력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
다. 그러나 근로자의 일시적인 책임능력 부재상태인 경우, 사용자의 의도적인 유
발행위에 의해 야기된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등은 책임을 질 수 없을 것이
다. 예를 들어 운전기사가 비록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경우에 그 교
통사고를 회피할 기대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징계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50)
행위자의 책임이 추급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보통인이라면 누구라도 적법행위
를 행할 것이 기대되는 상황인데도 그 기대를 배반하여 위법행위를 감행한 경우이

는 책임이 없다.
형법에서는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로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으로 인해 강요된 행위(제12조), 과잉방위(제21조 제2,3항), 과잉피난(제
22조 3항), 과잉자구행위(제23조), 친족간의 증거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제155
조 제4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조
각사유 외에 형법에 규정이 없으나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해서 초법규적으로 책
임이 조각되는 경우로서 면책적 긴급피난, 생명·신체 이외의 법익에 대한 협박으
로 강요된 행위, 상사의 구속력있는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 의무의 충돌시 부득
이 낮은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행위 등이 있다.51)
징계책임에 있어서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로 회사의 경영
방침이나 상사의 지시·명령에 따른 경우, 재량적 수행업무에 있어서 재량적 판단
에 의한 경우, 과중한 업무부여로 인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50) 박경서, 앞의 책, 70-74면.
51)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369-3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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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실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제한의 필요성
1. 허용된 위험론에 의한 징계책임 제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자동차교통, 각종 공장시설,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
을 생각할 때 최고의 안전조치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법익침해의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사회적 공공이익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의 안전조치
를 전제로 이 같은 행위들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형법상의 ‘허용된
위험’이라고 한다.52) 허용된 위험론은 적법과 불법, 사회상당성과 사회합치성, 구
성요건과 위법성, 고의와 과실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다.53)
허용된 위험의 유형으로는 첫째 형법상의 보호법익이 침해당할 위험성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필요성과 유익성 때문에 그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자
동차 및 항공기의 운전, 의료행위, 공장의 생산설비, 에너지 시설의 이용, 위험한
실험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둘째는 사회적 상당성과 허용
된 위험을 구별하여 허용된 위험의 유형을 사회적 상당성에 포함시키고 극히 제한
적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이다. 예컨대 화재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창 밖으로 던지
는 행위, 인질을 위협하는 납치범을 총으로 쏘는 행위,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행위
등은 비록 그 구조행위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니어도 허용된 위험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셋째 위험한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것처럼 보호법익의 주체가 스스로 위
험한 행위로 나아간 경우로서 위험의 인수, 피해자의 승낙 등의 유형의 허용된 위
험이 있다.54)
허용된 위험의 법적 성질에 관해 구성요건배제설, 위법성조각설, 책임조각설 등
으로 나뉜다. 구성요건배제설은 허용된 위험을 사회적 상당성의 유형으로 보며 광
산업, 건설업, 항공운수업 등의 위험기업의 경영은 허용된 위험으로서 이는 사회
상당행위로서 구성요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55) 위법성조각설은 허용된

52)
53)
54)
55)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198면.
정신교, “형법상 허용된 위험의 체계적 지위”, 「법학연구」 제28권 제28호, 한국법학회, 2007, 261면.
임웅, 앞의 책, 186면.
정신교, 앞의 글, 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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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위험의 근접성이나 일정한 이익 때문에 위험시될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금
지된 행위가 예외적으로 이익교량의 관점에서 정당화되는 경우로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이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본다.56) 책임조각설은 허용된 위험은 책임
요소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위반과 예견가능성의 문제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책임의 본질을 행위에 대한 주관적·정신적인 관계에서 찾는 심리적 책
임론에 기인한다.57)
‘허용된 위험’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법익침해의 위험을 의미하
고 이러한 위험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유익성·필요성에 근거하여 설령 타인의 법익
을 침해하더라도 불가벌이라는 것이다.58) 허용된 위험론에 의해 과실의 범위가 수
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러한 ‘허용된 위험’을 과실범

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59) 생각건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고도 결과발생의
위험은 사회생활상 부득이한 것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용된 위험’이라
는 법리가 도출된다. ‘허용된 위험’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기준을 제시
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불완전한 구성요건이라는 행위유형을 바로 잡는 기능을
수행하여 형벌규범을 사회현실과 합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통설적 견해인 구성
요건배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60) ‘허용된 위험’은 과실범에서 행위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원칙으로 인정되어 왔다. 허용된 위험론을 미필적 고의범에
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61) 고의범에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다.62)
형사법이론의 ‘허용된 위험’은 징계책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사업을 경
영하는 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안고 있고 특히 위험사업의 경우에는 더 큰 위험
56) 정신교, 앞의 글, 255면.
57) 이외에 구성요건배제, 위법성조각, 책임조각의 어느 2가지 이상을 동시에 포함한다고 보거나, 허용된 위험은 여러가지 위험결과
의 총체적인 집합개념에 불과한 것으로 형법체계상의 독자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등 전혀 별개의 이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정신교, 앞의 글, 256-257면).
58)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6, 454면; 김성돈, 「형법총론」, 현암사, 2006, 384면; 신호진, 「형법요론」, 문
형사, 2015, 213면.
59)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198면.
60) 정신교, 앞의 글, 258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198면; 임웅, 앞의 책, 495-496면.
61) 김성돈, 앞의 책, 532면.
62) 정신교, 앞의 글, 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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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법제논단

을 안고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행위가 포함되고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방지할 수 없는 사고, 손해 등 일정 수
준의 ‘허용된 위험’이 존재한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허용된 위험’으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
를 끼친 경우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이는 위험기업의 운영상
‘허용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험기업을 경영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사용자가 기꺼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것으로서 행위책임
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63) 이러한 이론으로부터 무과실책임주의가 주장
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무과실책임주의는 판례에서 인용되고 있고 나아가 특별
법으로 규정되기도 한다.64) 그렇다고 현행 과실책임주의가 전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며 특별한 분야에 예외적으로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근로자가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발생할 수밖에 없
는 과실에 의한 사고 또는 손해는 허용된 위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허용된 위
험’은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시킨다는 통설적 견해에 따르면 이는 사회적 상당행
위로서 징계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할 수 없게 된다. 즉 기업에 속
한 근로자가 허용된 위험 영역 내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고,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
게는 징계면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허용된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
‘허용된 위험’ 내의 과실로 인한 사고, 손해는 사업운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윤의 증대,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이 경영자의 경영전략이나
경영정책의 변경 등에 의해 일시적, 가변적으로 나타나는 과실로 인한 사고, 손해
는 여기서 말하는 허용된 위험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63) 그 근거로 제시되는 이론으로는 사회적 위험이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위험책임설과 또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 중에서 배상을 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맞는다는 보상책임설 등이 있다.
64)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는 결정을 내렸다. 자유시장경제질서와 관련하여 보면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
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가 자동
차사고의 특수성에 비추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4, 97헌가6·7, 95헌바58(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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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 수인론에 의한 징계책임 제한
‘경영상 수인론’에 의한 책임제한이란 기업경영상 보호법익의 침해에도 불구하
고 경영상 유익성·필요성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실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앞에서 살펴본 ‘허용된 위험’은 근로자가 주의의무를 다해도 불가피하게 발생하
는 결함, 손해 등이 발생하는 것이나 ‘경영상 수인한도 내의 과실’은 근로자가 주
의의무를 다하면 결함, 손해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손해 발생 방
지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비용이 요구되어 기업경영활동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효
율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의 과실을 수용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것
을 ‘경영상 수인한도 내의 과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영활동

생하는 과실로 인한 손해는 여기서 말하는 ‘경영상 수인한도 내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상술한 ‘허용된 위험’은 아무리 주의해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무과실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시킨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보지만 경영상 수인한도 내의 과실은 근로자가 주의의무를 완벽하게 다
하면 없앨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징계구성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상 과실범의 경우에도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으면 과실행위의 위법성이 추정
되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과 같은 위법성조각
사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듯이, 징계책임에 있어서도 과실행위에 대해 정당화
요소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 과실은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수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용
인할 수박에 없는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인 ‘피해자의 승
낙’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업질서위반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65) 형벌
65)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징계책임에서는 사용자의 ‘승낙’이라기 보다는 사용자의 ‘양해’로 보
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통설은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로, 그리고 피해자의 양해는 구성요건해당성조
각사유로 본다(신효진, 앞의 책, 123면; 이규호, “형법론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유형”, 「사법행정」 제57권 제12호, 한국사법
행정학회, 2016.12, 35면). 그러나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는가 양해에 해당하는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개개의
구성요건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핀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권오걸,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 「법학논고」
제20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7면.)에 찬동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결과론적으로 경
영효율의 측면에서 사용자가 그러한 과실을 용인하는 것은 사용자의 승낙으로 보아야 하고 처음부터 경영효율을 위해 과실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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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사회적보호법익을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징계벌
의 경우 이해관계자는 사용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낙은 위법성의 조각
사유로서 충분하다고 본다.66) 따라서 경영상 수인한도 내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다만 근로자의 징계책임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관련해서
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대해서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이론
및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67) 따라서 경영상 수인한도 내의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가 근로자이든, 제3자이든 기업을 경영하는 사
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판례가, 농협직원의 변상책임 사건에 있어서 “변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업
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한하여 발생
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대하여만 발생한다는 규정의 취지
는 직원들로 하여금 과실로 인한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아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듯이,68) 징계책임 또한 마
찬가지로 근로자의 경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직원들로 하여금 과실
로 인한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허용된 위험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과실은 무과실이어서 징계규범해당성 자체를
충족하지 않으나 ‘경영상 수인한도 내의 과실’은 징계규범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
규범해당성을 충족한다. 다만 ‘경영상 수인한도 내의 과실’은 사용자가 즉 피해자
용(양해)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보므로 경영상 수인한도 내의 과실은 사용자의 승낙으로 보아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것
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66) 권오걸, 앞의 글, 4면 참고. 피해자의 승낙이 사실상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판시한 경우가 있지만(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6668, 판결) 통설은 위법성조각사유로 본다.
67) 근로자의 책임경감은 그의 과책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려는 견해로서 민법 제765조 적용설, 민법 제396조 유추적용설, 경
영위험에 기인한 책임제한설, 귀책성에 따른 책임제한설 등의 학설이 있다(김재현, 앞의 글, 43-45면). 판례도 신의칙상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의 책임제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25595 판결; 1991.5.10. 선고 91다
7255 판결;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경과실로 손해를 야기 시킨 경우에는 그의 책임이 면제된다거나, 책임감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
는 독일의 근로자 책임제한 이론 중 과실삼분법은 BAG가 판례법으로 도입 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책임제한에 있어서 경과실을
중간과실과 최경과실로 구분하고 중간 과실의 경우 손해위험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분배하고 있고, 최경과실의 경우에는 그 손
해위험은 사용자만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근로자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김재현, 앞
의 글, 46면). 이 견해는 보통과실과 최경과실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 하다는 점과 우리나라에는 없는 과실개념이라는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다(정기남, 앞의 글, 31면).
6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6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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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법성 즉
경영질서침해성을 조각한다고 본다.

3. 기대가능성론에 의한 징계책임 제한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시 기대불가능성에 의한 책임조각사유로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상사의 지시명령에 따른 경우, 재량적 수행업무에 있어서 재
량적 판단에 의한 경우, 과중한 업무부여로 인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먼저, 상사의 지시·명령에 따른 경우를 살펴본다. 기업경영은 경영자의 의사결
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근로자는 경영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따

라진다. 예를 들어 경영자가 과도한 이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또는 납품일정준수를
강조하게 되면 자연히 품질 또는 서비스 수준의 저하가 발생한다. 이러한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의 저하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의 결과로 나타나고 이는 결국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물론 경영자는 어떠한 지시·명령을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기를 원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시·명령이 잘못되는 경우 근로자는 그러한 경영
자의 지시·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연동하여 근로자 과실에 의한 손
해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게 되고 근로자도 그러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
라서 근로자의 업무수행의 결과는 경영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가 경영자의 업무지시·명령에 따른 결과,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경영자의 업무지시·명령에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면 근로자는
달리 행동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는 형법상 ‘강요된 행위’에는 해당하는 책임조각사
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경영자의 업무지시·명령에 사실상의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
라도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면 이는 면책적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책임
조각사유로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징계면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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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량적 수행업무에 있어서 재량적 판단에 의한 경우를 살펴본다. 근로자
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경영자 또는 상사의 구체적 업무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
우도 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차량운전자의 차량 운행에 있어서 속도 조절, 차선 변경 등은 운전자의 재량
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차량 운전자가 승객 또는 사용자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급
히 가려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운전자는 승객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야 하지만 어떠한 차선으로 변경할 지 여부는 운전자의 재량
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또한 기술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설계
나 개발업무, 의사의 치료행위, 전문가의 위임사무 등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재
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업무들이 있다. 이러한 재량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가 재량적 판단에 의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예상하기 어려
운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시행착오가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로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기업질서침해행위를 형법상
‘강요된 행위’에 준하는 책임조각사유로 볼 수는 없고 이 경우에는 경영자에 경영
상 과실에 대한 면책 사유로 적용하는 경영판단법칙을 일정 수준 근로자에게도 원
용하여 근로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면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경영판단원칙’이란 경영진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경영상 판단을 하여 기
업활동을 하였다면, 그 결과 경영실패를 초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경
영진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당해 거래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70) 즉 사전의 판단과정에서 이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없는 한, 사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논리로 미국의 판례로
인정된 것이다.71) 경영판단원칙을 인정한 이유는 수시로 변화하는 사회, 경제현상
69)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422면. 강요된 행위의 성질에 대해 이를 면책적 긴급피난에 유사한 책임조각사유로 보되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는 것으로 족하지만 강요된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한 불법적 강요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점, 그리고 전자에는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되나 후자의 경우 강요상태로 인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의 결
여가 주요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구별되어야 한다고 본다(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365면).
70) 한석훈,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과 경영판단 원칙”, 「상사법연구」 제27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09,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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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경영인인 이사의 판단에는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
러한 위험을 감수한 경영진의 경영판단의 결과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그 결과책임
을 물을 경우 회사 경영의 효율을 해할 수 있으며72) 그러한 전문적인 경영상의 판
단에 대해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73)
민사법이론에서는 경영판단원칙의 도입을 대체로 긍정하는 편이나 형사법이론
에서는 도입긍정설과 도입부정설의 입장이 있다.74) 현재 도입부정설이 다수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형사상 범죄에 대해 경영판단법칙을 잘 적용하지
않는 편이지만75) 형사상 범죄에 대해 경영판단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고의범
인 경우이고76) 과실범의 경우에는 충분히 적용 가능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에 있어서 근로자가 성실하게 업무

도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경영판단법칙을 적용하여 면책되는 것과 같은 법리로 면
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량적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루
어질 수 없을뿐더러 업무상 효율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경영판단법칙을 원용하여 징계면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과중한 업무부여로 인한 경우를 살펴본다.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내
에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는 경우 근로자는 우선순위를 정하
여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 때 근로자에게 업무처리의 우선순위가 설정되
71) 김희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경영판단의 원칙간의 관계 정리”, 「고시계」 제681호, 고시계사, 2013, 160면.
72) 강희갑,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미국법의 최근동향”, 「상사법연구」 제15권 제2호, 1996, 111면; 송종준․남장우․김재범․이
준섭, 「증권거래법상 경영자민사책임론」, 충북대학교 출판부, 1999, 83면; 나승성, 「회사지배구조론」, 도서출판 자유,
2000, 103면.
73) 강동범, “이사의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법학논집」 제14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6면; 상법에는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이에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
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현실적인 필요성 또한 인정되고 있다(정준우·정우영, “이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검토”,
「한양법학」 제22집, 한양법학회, 2008.2, 461면).
74) 긍정설은 경영판단원칙이 상법학계나 민사판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법질서통일을 위해 사법관계에서의 배신행위를 문
제삼는 업무상배임죄의 해석에서도 반영할 필요가 있고, 경영판단의 전문성･특수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넓게 적용될 우려가 있
는 배임행위의 제한을 위해 경영판단원칙을 업무상배임죄의 해석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부정설은 이사의 경
영판단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특별히 경영판단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배임죄의 일반적인 해석론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으로서 현재까지의 지배적 견해이다(강동범, 위의 글, 38-40면).
75) 대법원 1999.6.25. 선고 99도1141 판결; 대법원 2000.5.26. 선고 99도2781 판결; 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도856 판결;
대법원 2009.7.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76) 강동범, 앞의 글,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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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는 눈에 보이는 즉 상사의 지시와 같이 가시적인 업무성과
가 나타나는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어 처리하게 되고 품질수준, 결함 발생 등과 같
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 문제는 소홀히 하게 되거나 대충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업
무의 질적인 측면이 무시되기 쉽다. 그 결과 우선순위에 뒤쳐진 업무의 미이행 또
는 부정확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경영상의 차질, 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경영상의 차질, 손해 등을 발생시킨 근로자의 과실행위에 대해 징계책
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
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된 것이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량을 다 처리하지 못
하거나 업무의 질적인 측면이 무시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근로자의 징계책임
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본다. 과중한 업무부여로 인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결과
에 대해 징계책임을 묻는다면 근로자는 징계를 면하기 위해 과중한 업무 부여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또 취업규칙에서 보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지시불이행’이란 명목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로서는 업무지시불이행으
로 징계를 받기보다는 자신에게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더라도 일단은 수용하고 성
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평가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과중한 업
무가 부여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기대가능
성은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비난가능성이 없어 징계면책사유로 인정되
어야 한다.

Ⅴ. 결론
기업의 경영에는 항상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완벽하게 방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정수준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징
계책임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에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징계책임제한의
근거를 형법상 허용된 위험론에 의한 책임제한과 경영상 수인론에 의한 책임제한
그리고 기대불가능성론에 의한 책임제한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먼저 허용된 위험론에 의한 책임제한론은 형법상의 허용된 위험론을 징계책임에
적용한 것으로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발생하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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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로서 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므로 과실이 아닌 무과실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징계규범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다음, 경영상 수인론에 의한 책임제한론은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면 과실에 의한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나 경영활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상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영역 내의 과실은 정당화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상 수인한도 내의 과실은 근로자가 주의의무를 완벽하게
다하면 없앨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징계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기업경영
상 용인되는 것이므로 위법성 즉 경영질서침해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기대가능성론에 의한 책임제한론은 경영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경영정책 또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수행하는 업무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 책임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 경영판단법
칙을 적용하여 면책하듯이 근로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경영판단법칙을 원용하여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는 경우 근로자는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업무상 과실의 발생까지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징계면책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있어서 허용된 위험의 범주 내에 있는 과실은
징계구성요건 조각사유로, 경영상 수인한도 내의 과실은 위법성(경영질서침해) 조
각사유로, 그리고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과실은 책임조각사유로서 징계가 면제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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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imitation of the Disciplinary Responsibility for the
Worker’s Occupational Negligence
Myung-Hyun, Jung
Researcher, Dong-A University Law Research
A punishment and disciplinary action are similar in preventing and punishing the
infringement of the legal interest of others, and infringement of public order.
As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a crime is divided into three elements:
corresponding

to

crime

constitutional

requirements(Tatbestandsmäβigkeit),

illegality(Rechtswidrigkeit) and responsibility(Schuld),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a disciplinary also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elements: corresponding to
disciplinary rules, infringement of business order, and possibility of criticism.
A theory of acceptable risk, a theory of tolerance in business, a theory of a
possibility of expectation can be considered as the logical basis for limitation of
worker‘s negligence responsibility.
The theory of acceptable risk belongs to the realm of non-negligence, because a
certain level of an accident occurs no matter how careful attention is paid. it
corresponds to reasons for exclusion of corresponding to disciplinary rules.
The theory of tolerance in business is that a certain degree of worker’s negligence
in management activities should be tolerated. Therefore, it corresponds to reasons for
exclusion of the illegality because the negligence in this domain can be justified.
The theory of a possibility of expectation is that worker’s negligence responsibility
for infringement of company order should be exempted, because it is hard to blame
for worker’s negligence occured when the employee is performing work by the
employer's instruction, when a job is performed by the discretionary disposition of the
employee, when the heavy work is given to the employee.
The negligence in the category of the acceptable risk corresponds to exceptions to
corresponding to disciplinary rules(Tatbestandsmäβigkeit), the negligenc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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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of

tolerance

in

business

corresponds

to

exceptions

to

illegality(Rechtswidrigkeit), the negligence in the category of a possibility of
expectation(Zumutbarkeit) corresponds to exceptions to responsibility(Schuld).

Key words : Disciplinary Action, Negligence Responsibility, Infringement of Business
Order,

Acceptable

Risk,

Tolerance

in

Business,

Disciplinary

Responsibility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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