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성실실패 쟁점 -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인정 여부 - 

판결요지 및 실무적 포인트  

 

 

 

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실패와 불성실수행 여부는 독립 평가요소 - 구별해

서 별도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요지:  

(1) 분리 판단기준 제시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

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

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

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



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

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

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최초 사업계획서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

발결과가 늦어지거나 불량한 이유로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도 불량한 결과가 나

온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코멘트: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1심 행정법원과 2심 고

등법원에서는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위원회 판단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기술평가원 등의 심사평가

위원회 결정도 결과평가와 성실수행 평가를 각각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뭉뚱그려 한 것

이라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Ⅱ.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BUT 결과 미흡이지만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없음,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



고 2017구합64293 판결 

 

판결요지 -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Ⅲ. 결과평가 –법령상 미흡, 불량 vs 매우 미흡, 매우 불량은 엄격하게 구별해야 함: 서

울행정법원 2018. 5. 5. 선고 2017구합67933 판결 

 

1. 수행결과 평가 – 미흡, 불량   

2. 전문기관 제재처분 - 사업비 전액환수 (매우 불량과 구별하지 않고 차이 없음) 

3. 서울행정법원 판결 – 미흡, 불량 vs 매우 미흡, 매우 불량과 구별하지 않은 제재



처분은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제재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으

로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제재처분 

 

판단이유: “[별표6] 사유별 제재기준상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가장 경미한 위반행

위의 유형에 속함에도 그보다 중한 위반행위와 구별 없이 사업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제재기준 범위 내이기는 하나 참여제한처분의 경우와 다르게 정성적 성과조차 전혀 고려

하지 않는 셈이 되어 비례원칙에 어긋나 과중해 보이는 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전액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과평가 “미흡” -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으로 

위법: 서울행정법원 2018. 5. 5. 선고 2017구합67933 판결 

 

1. 총 기간 2년의 연구개발과제 및 1차년도 수행결과 평가  



 

1차년도 보고서 제출 및 서면평가 결과: 평균 51.86 점 + 평가 기준 - “미흡” 단계 (기준

상 50점 이상 60점 미만, 평가 기준에 “매우 미흡” 또는 “매우 불량”도 있음) + 이의신청 

및 재차 중간발표평가 시행 및 평가 결과: 평균 53.26 점 + 평가 기준 - “미흡” 단계 (기

준상 50점 이상 60점 미만)  

 

2. 전문기관의 제재처분  

 

평가결과 “미흡” 이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통지 + 산학협력단에 대해 사업비 전액 

환수 + 연구책임자에 대해 1년 참여제한 처분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

으로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제재처분 



 

 

판단이유: 판결문에서 해당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별표6] 사유별 제재기준상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가장 경미한 위반행위의 유형에 속함에도 그보다 중한 위반행위와 



구별 없이 사어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제재기준 범위 내이기는 하나 참여제한처분의 

경우와 다르게 정성적 성과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는 셈이 되오 비례원칙에 어긋나 과중

해 보이는 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전행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

하다고 판단된다.”  

 

4. 실무적 포인트 – 별표6에서 1 및 2항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가항과 나항으로 구분하

고, 6항에서는 가, 나, 다항으로 구분하여 그 경중에 비례하는 참여제한 기간을 정한 제

재처분을 규정함. 출연금환수 항목에서는 “~ 전액 이내”로 규정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

는 환수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예정함. 그럼에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

로 “전액 환수” 처분을 하였다면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제재처분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