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보조금쟁점]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부정수급 사안: 서울고등법

원 2015. 3. 17. 선고 2014누64157 판결  

 

 

 

1. 어린이집 기본보육료의 법적 성질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24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2013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

는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시설별 지원’ 항목에서 그 지원요건, 지원방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판결 등 참조). 



 

2.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및 법적 책임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보건복

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영유아보육법 제46

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

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판결 참조).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의 2호에서는 같은 법 제 19조 제2항의 보육교직원의 임

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제44조의 3, 제45조에서는 그 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의 지급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별도의 제재처분 사유를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의 성격,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보고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의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요건, 특히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관련한 요건인 ‘교사 대 아동비율’에 관한 요건까지 모

두 실제로 구비하였음에도 단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만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

고 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보육교직원의 임면 보고에 관한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선고 2014누6415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