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분쟁에서 자기책임의 원칙 쟁점 관련 판결 사례  

 

 

 

1. 순차적 진행단계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 연구단계 담당 주관기관 실패와 후행 연구단

계 회사의 책임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959 판결  

 

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소송 대상인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진행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회사가 담당하는 과제내용은 ‘압출재 상세설계 확정, 압출 성형 해석, 압출 금형 설

계 및 제작, 압출재 제작 및 소재 특성 평가”입니다. 이는 전단계의 압출재 상세 설계 및 

관련 단면도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회사는 협약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나서 단면도 일부를 제공 받

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상세설계 및 금형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완수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불성실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회사는 전 단계 담당 연구기관의 책임으로 최종 불성실 실패로 판정되었다고 해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귀책 사유 없는 부분까지 실패 책임을 물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 기본 법리  



 

 

- 구체적 판단  

 

 



 

다. 결론: 9억8천5백만원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 + 3년간 참여제한처분 취소  

 

2. 순차적 진행단계를 포함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 연구단계 담당 주관기관의 결과실

패와 연결된 후행 연구단계 담당 참여기관의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누78167 판결  

 

소송의 대상인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시진행이 아니라 순차적 진행이 필수적 요소입니다. 먼저 주관기관에서 1,2단계를 담

당하면서 전체를 총괄하고, 참여기관 A 대학이 3번째 “세포수준 (in vitro) 독성 및 생리활

성 확인” 단계를, 참여기관 B 대학(원고)는 4번째 “마우스 모델 이용 활성평가 (in vivo)” 

단계와 5번째 “반려견 임상실험 및 기호성 평가” 단계를 각 담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별개의 선행연구에서 주관기관이 개발한 천연허브 발효물이 어느 정도 세포수준

에서의 항염증 활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 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기관 원고가 담당

했던 역할은, 주관기관이 개발한 발효물을 가지고 “마우스 모델 이용 활성평가(in vivo)” 

시험을 통해 그 효능을 확인한 후(위 4번째 단계 연구), 나아가 “반려견 임상실험 및 기

호성 평가”(위 5번째 단계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과제의 진행 중 예상과 달리 기대하였던 항염증 효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

실이 발견되었습니다. 1차년도 연구에서 원고가 수행한 동물실험에서 발효물의 항염증 

효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후행 연구단계를 담당하는 참여기관의 책임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

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기관의 책임을 냉정하게 묻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