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교육부 감사 및 제재처분에 대한 연구책임자 대학교

수의 대응 필요: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50246 판결 

 

 

 

1.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감사 결과  

 

(1) 감사대상 수행과제 수: 50여 개, 감사대상 기간: 약 6년 2013. 3.경 ~  2019. 4.경, 

과제 연구비: 총액 약 25억원, 관련 학생연구원 수: 12명  

(2) 12명의 학생연구원들 학생인건비 총액 789,385,165원, 공동관리로 인정된 학생인

건비 총액: 241,836,361원  

(3) 공동관리 인건비의 사용 내역: 학생연구원 등록금, 연구실 운영비 등 161,798,002

원 사용 

(4) 나머지 금액 약 8천만원: 사용 용도 불명 및 보관 중 현금 1,876만 원 



(5)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제재처분 참여제한 13년, 타 부처의 참여

제한 제재 합산 35년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1) 합계 13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

분은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현저하게 그르친 것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2) 판단기준 법리  

A.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

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

고 2018두56237 판결 등 참조).  



B.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처분의 특성상 개별 과제의 성격과 내

용, 위반행위의 성격과 내용, 부과된 개별과제와 위반행위 사이의 관련성과 

밀접성의 강약,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와 인식의 정도, 다른 형태의 참여제한 

처분 양정 수준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산된 최종적 

처분의 양정을 정하여야 한다. 

 

(3) 법원 판단의 구체적 근거 및 이유  

A. 공동관리 금액의 대부분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연구실의 통상의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B. 대학교수가 학생인건비를 유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C. 원고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비를 반환한 점도 이익형량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정으로 판단된다.  

D.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사실상 무한정으로 제재기간이 병산될 여지

가 크므로 과잉금지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러한 병산과 

관련한 참여제한 처분 양정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

다. 



E.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약 2억 4,000만 원 가량의 공동관리금에 대한 부적절

한 운영 사실 하나로 최대 64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균형을 상실한 제재인 것으로 볼 수 있다.  

F.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비도덕성의 정도가 합 13년간의 참여제한

을 받아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4) 결론 - 제재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

고, 그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

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5024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