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반환청구 –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 지급액 전
액 반환: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1. 사인의 개요

국가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을 위탁받은 A사는 B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맺고
지원금 1억1400여만원을 지급함. B사는 청년인턴의 실제 임금이 130만원임에도 마치
15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하고, 인턴들로부터 20만원을 돌려받고 A사로부터 1인당 150
만원의 50%인 75만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음. B사는 인턴 30명의 임금을 부풀려
A사로부터 총 9900여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됨.

2. 대법원 판결요지

청년인턴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지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
지원금의 심사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부정하게 신청하여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반환대상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시행지침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는 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협약 제 16 조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고(Ⅷ. 32 항),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받아 심시하는 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Ⅷ. 3-4 항). 따라서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이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실시기업이 해당 신청으로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서 운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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