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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폐해를 특별법도, 법원도 구제 못한다니…"

재임용탈락 교수들 대법원 앞 피켓시위

연합     2005/07/18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에서 탈락한 전직 교수들이 교수지위확인 소송에서 잇

따라 패소하자 '하급심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구(舊) 사립학교법에 대한 

위헌결정 취지를 어기고 판결하고 있다'며 대법원 앞 항의집회에 나섰다. 

이호형 전 계명대 신학과 교수와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 등 재임용 

탈락 교수 6명은 18일 대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사립대 교원 재임

용에 대한 공개 법리논쟁을 제안한다 "며 매주 월요일 항의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997년∼2003년 자신들이 재직 중이던 사립대 교원 재임용에서 탈

락한 뒤 헌법재판소가 2003년 2월 구 사립학교법의 기간제 교원 재임용 규

정에 대해 내린 내린 위헌결정을 근거로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당시 헌재는 "사립대 교원 재임용제도는 탈락 교원에게 입장 진술 기회도 주

지 않고 재임용 거부시 사후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아 헌법

이 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위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헌재 결정은 이미 퇴직한 교수들에 대해

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잇따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헌재 결정후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향후 사립학교 재임용 심사 대상이 되는 

교원들에게만 적용되며 원고들은 국회에서 심사 중인 '대학교원 기간제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재임용구제 특별법 )에 의해 구제된다고 봐야 한

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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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일보에 바란다 | 구독신청 

 

 중소기업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 

 與 인사청문회 23~26일 실시 

 군사기밀유출 영관급 5명 검찰송... 

 김정일위원장 베이징행 숨바꼭질... 

 김위원장 16일밤 후주석과 만찬... 

 금값, 온스당 563달러..25년來 ... 

 위기의 맨유, 19일 버튼과 재대... 

 블랙번, 안정환 시험중 

 "유영준 전 연구원 잠적설 사실... 

 원.달러 환율 하루만에 반등 

http://www.geocities.com/henrythegreatgod/imagex/supreme/crim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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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월 말 국회는 재임용구제 특별법안 9조 1항의 '재심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탈락교원은 즉시 복직한다'는 원안을 

'재임용 탈락이 부당했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처분권자 (대학)는 소송으

로 다투지 못한다'고 수정 가결했다. 

구 사립학교법이 위헌성이 있긴 했지만 대학측이 '법대로' 교원을 재임용하

지 않은 이상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데 따르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대학측에 지우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탈락 교수들은 "결과적으로 교수가 부당하게 재임용에 탈락한 점이 인정돼

도 대학에 복직할 수도 , 해직된 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도 없게 됐으

며 민사소송을 통해 약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975년 유신시대에 고안된 교수 재임용제도는 이후 사학비리 등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제거하는 제도로 악용돼왔다 "며 "특별법이 사실상 구제

효력이 없는데 법원도 해직교수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는 것은 직

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등록된 한마디가 없습니다 .

● 한마디 쓰기(100자 이내) 

작성자 비밀번호

한마디

   

 

 때아닌 고온에 비슬산 얼음 '울... 

 설 전후 해상 범죄 집중 단속 

 "주차.버스전용차로 준수하세요" 

 대구.경북 中企에 2천511억원 지... 

 음악.미술분야 영재교육 대상자 ... 

 장애어린이 유치원 교육비 전액 ...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봉화 승부역 50년 여정 

 아파트 입주 '코앞' 진입로 개... 

 경북 동해안 등대시설 확충 

 

 술취한 엄마때문에 90일된 아기 ... 

 명사, 동사 관장 뇌부위 다르다 

 쥐약으로 야생오리 5천마리 죽여... 

 67세 출산여성 "나이와 양육은... 

 다이어트, 고칼로리 음식 회피가... 

 10년안에 달에 집 짓는다 

 호주 애연가, 술집내 금연법 철... 

 여성 브래지어하고 조깅해야 

 인신매매된 베트남 여성,인터넷... 

 이란에도 섹스.마약.에이즈 확산 

피임 30년 ‘씨’... 
세상이 많이도 변했다.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suck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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