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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나라의 직무발명법제는 법이론적 관점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기업체, 연구소, 대학 등에서의 소위 법인발명의 출원
율이 약 80%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조한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도입률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제고할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매우 절실한 상황으로 이해됨.
O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률이 저조한 주된 원인은 기업체 등에서 직무발
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겠으
나, 다른 한편 그러한 미흡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방법의 실패로 인하여 방치되거나 또는 제한되고 있다는 점
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인바, 그 대표적인 것이 보상을 둘러싼 반목과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음.
O 실제로 많은 기업체 등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과정
에서 보상에 관한 사용자와 종업원 간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또는
분쟁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를 이유로 제도 도입을 미루는 경우가 다수
이며, 특히 실시보상에 관하여는 마땅한 기준조차 찾을 수 없으므로 경
우에 따라 노사분쟁의 상시적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설혹 규정이 마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기업간에는 물론 산업간에도 실시보상액 산정방식
이나 보상액 자체가 대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에 대한 불신
으로 결국 소송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파악됨.
O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과 판단에 기초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도의 하나로써 ‘정당한 직무발명 실시보
상액 산정방안’과 이를 산업별 현장에서 응용 가능하도록 각 ‘산업별 적
정 실시요율’ 제시를 목표로 설정, ‘정당한 보상’이 법제상 의미하는 바
를 면밀히 검토하고 직무발명 실시보상에 관한 국내외 사례·판례의 분석
을 시도한 후 산업별 직무발명 실시보상 산정모형을 제시하고 있음.
O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직무발명 실시보상액 산정을 위한 ‘일반적 산정기준’을 제시

함과 동시에 실제 산정을 위한 구체적 고려요소를 병행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대성과 및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최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각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을 추정·제시하였음.
O 실시보상액 산정을 위한 기본 산정식으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으며,
각 쟁점과 다양한 적용례를 풀이하여 혼란을 제거하고자 하였음.
보상액 = 〔[직무발명으로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사용자이익액)]
= [사용자등이 승계취득한 특허권의 전체가치 – 사용자등이 가지는 무상
의 통상실시권의 가치] = [직무발명으로 인한 매출액 x 독점권기여도 x
실시료율]〕 x 〔[발명자인 종업원등의 공헌도(=발명자보상률)] = [1 – 사
용자등의 공헌도]〕 x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발명자기여율, 공동발명인
경우)] = [1 – 다른 공동발명자의 기여도]〕
O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로 제시한 바는 다음과 같으며, 산업별 적정 실시
료율 추정의 기초를 분석하여 적정 실시료율 목표값을 산출하고 이를 다
시 국제적 지표를 통하여 검토·보완한 결과에 따랐으며 독일의 보상지침
의 예와 같이 산업별 스펙트럼을 넓게 잡고 가능한 한 자율적 교섭에 의
한 약정 실시료율을 존중할 여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음.
구분
농림수산업
전기·전자산업
기계·기구산업
금속산업
화학산업
의약·생명공학산업
의료·의학제품산업
통신산업
자동차·부품산업
환경·에너지산업
컴퓨터·부품산업
토목·건설산업

적정 실시료율
1 - 4%
3 - 10%
5 – 20%
3 – 6%
2 – 5%
3 – 10%
3 – 10%
7 – 15%
2 – 7%
5 – 10%
3 – 10%
2 – 5%

독일 보상지침의 경우
5 - 50%(전자제외)
10 - 33%
2 - 5%
2 - 10%(제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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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직무발명제도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와 종업원 간 직
무발명에 대한 권리·의무의 균형적 배분을 위한 법적 장치이며, 사용자등에
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발명제도는 보다 많은 기업체 등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
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 달성이 요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제도 내재적 ‘함
정’을 가지고 있는바, 현재 우리나라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률은 선진
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비슷한 제도적 골격
을 취하고 있는 일본(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약 87%)과 비교해 보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약 4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직무발명법제는 법이론적 관점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기업체, 연구소, 대학 등에서의 소위 법인발명의 출원율
이 약 80%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조한 직무발명보상제도
의 도입률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제고할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매우 절실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률이 저조한 주된 원인은 기업체 등에서 직무발
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 그러한 미흡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방법의 실패로 인하여 방치되거나 또는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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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될 수 있을 것인바, 그 대표적인 것이 보상을 둘러싼 반목과 갈등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체 등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과정
에서 보상에 관한 사용자와 종업원 간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또는 분
쟁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를 이유로 제도 도입을 미루는 경우가 다수이며,
특히 실시보상에 관하여는 마땅한 기준조차 찾을 수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
노사분쟁의 상시적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설혹 규정이 마련된 경우라 하더라
도 개별 기업간에는 물론 산업간에도 실시보상액 산정방식이나 보상액 자
체가 대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 소송으
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인식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도의 하나로써 ‘정당한 직무발명 실시보상액
산정방안’과 이를 산업별 현장에서 응용 가능하도록 각 ‘산업별 적정 실시
요율’ 제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1장 서론>은 연구의 도입부로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범위 등에 관
하여 언급한 바 있다.

<제2장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에서는, 현행 직무발명제도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실체적·절차적 규정의 충족여부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
한 ‘정당한 보상’이 법제상 의미하는 바를 개별적·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
함으로써, 이후 논의의 전개에 있어서 유의미한 척도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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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무발명 실시보상에 관한 사례·판례의 분석>에서는, 직무발명 실
시보상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조사·수집하되, 특히 실시보상액을 산
정한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용자와 종업원 간
기대치 및 결과치를 중심으로 쟁점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양자의 이익
을 조율할 수 있는 함수를 설계하는 토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사전 조사대상으로 설정한 2000년부터 2012년 10
월까지의 26건의 판례를 조사·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균 청구액은 8.8억,
평균 인용액은 1억, 평균 독점권기여도는 38.7%, 평균 실시료율은 3.1%,
평균 발명자보상률은 17.1%이며, 이러한 데이터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정
리함으로써 실시보상액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방식의 평균모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 파악의 결과는 제4장의 비교법적 고찰을 거쳐 제5
장의 실시보상액 산정방안에 관한 논의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제4장 외국의 입법례 및 사례·판례의 분석>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직
무발명 실시보상에 관한 사례 및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직무
발명 실시보상액 산정기준과 산업별 응용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유의미한
참고로 삼고자 한다.

조사·분석의 대상국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총 4개국이며, 선행연구 및
사전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관한 각국의 규율체계가 다른
만큼 실시보상에 대하여도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와 흡사한 직무발명법제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04년에 직
무발명에 관한 특허법 규정(제35조)을 개정한 후 현재까지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 직무발명에 관한 판례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사법적으로 그 입장이

- 3 -

상당히 정리된 이전 판례를 위주로 분석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실시보상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므로 판례를 통하여 이를 보완하는 메커니즘을
탐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자체가 고
용계약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을 뿐이나, 관련 판례의 분석은 물론 IPO협회
를 통하여 산업별 보상수준이 공개되고 있으므로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경우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마련하여 보상액산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가
이드라인의 섬세한 고찰은 물론 관련 중재사건이나 판례의 분석을 집중적
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은 단순한 벤치마킹 내지는 모방을 위한 시도에 그
치지 아니하고, 제3장에서 논의된 바와 각각의 장단을 비교하여 우리 실정
에 바람직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모형의 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제5장 산업별 직무발명 실시보상액 산정모형>에서는, 앞서 분석·논의·검
토된 바를 바탕으로 산업별 직무발명 실시보상액의 산정방안에 관하여 본
격적인 논의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확정적이고 단일한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직무발명 실시보상
액 산정을 위한 ‘일반적 산정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제 산정을 위한 구
체적 고려요소를 병행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기대성과 및 활용가치를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각 산업별 합리적인 실시료율을 추정·제시하도록 시도하되,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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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예시이기는 하지만 이
러한 방법을 통하여 제시된 실시료율이 실제 적용상 구체적 타당성을 상실
하지 않도록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 결론>에서는 연구를 정리, 마무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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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
제1절 직무발명의 의의1)
1. 직무발명의 개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
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
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
한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
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이며(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등” 또는 “특허권등”으
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등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법 제10조 제1항).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나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1) 직무발명제도의 의의에 관하여는, 「직무발명제도」 (특허청, 2012)에서 이 글의 논의의 전개상 필
요한 부분을 인용·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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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 제10조 제1항 단서). 또한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의 통지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법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
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
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종업원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
다(법 제15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제4항).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직원
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
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법
제10조 제2항).

종업원등의 발명이 언제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요건(①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②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③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은 원칙적으로 종업원등
의 개인발명(자유발명)이다.2)
2) 2006년 3월 3일 개정 발명진흥법(법률 제7869호) 이전의 발명진흥법에는 제2조 제3호에서 ‘자유
발명이란 직무발명외의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당해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취지를 존중한
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 법률용어가 아닌 ‘자유발명’이라는 용어보다는 ‘개인발명’으로 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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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업원등의 발명이 그 직무와는 무관하나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소위 업무발명), 이 또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개인발명(자유발명)과 마찬가지로 관련한 제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귀속됨이 원칙이다.

한편, 종업원등의 발명이 법령상 직무발명에 해당하지만 사용자등이 그
권리승계 여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
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당해 종업원등의 동의
없이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법 제13조 제3항), 결과적으로는 개
인발명(자유발명)과 전혀 다르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강학상으로는
‘간주된 개인발명(자유발명)’이라 부르고 있다.

법 제10조 제3항은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종업원등의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한 취지에서,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
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직무발명제도의 목적 및 취지

지식과 기술이 국부창출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기반경제에서 핵심·원천
기술의 확보 여부는 국가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생존
및 발전을 위한 필수전략으로 인식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핵심·원천기술은 조직화된 기업체,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주로 법인의 주도하에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
침하는 기술이 더한층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강학상으로는 여전히 ‘자유발명’이라는 표현이 보편적인 것
으로 파악되므로, 이하에서는 개인발명과 자유발명을 병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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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기술의 개발이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력 및 막대한 연구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개인발명가에 의한 발명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술이 고도화될
수록 기업체,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의한 발명의 비중이 더한층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의 특허출원 건수가 2003년에는 10만건 수준이었으
나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6만건 내지 17만건으로 꾸준히 전체 특
허출원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 특허출원 중 법인의 특허출원 추이>
(단위: 건, %)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개인출원(A)

24,368

27,062

32,189

33,215

35,588

33,267

35,424

36,956

법인출원(B)

136,553

139,127

140,280

134,689

127,935

136,834

143,500

151,349

계(C)

160,921

166,189

172,469

167,904

163,523

170,101

178,924

188,305

법인출원
비중(B/C)

84.9%

83.7%

81.3%

80.2%

78.2%

80.4%

80.2%

80.4%

* 출처 : 2011 지식재산 통계연보(특허청), 2012 지식재산백서(특허청)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인 연구개발(R&D)투자와 시
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등 간
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더욱 더 적극적
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등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양측 모두 상생하기 위한

- 9 -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등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등에게는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3)을 구축하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것으로 이
해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목적의 방
향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마련·운용하고 있으며, 직무발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2절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
1.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종업원등의 발명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등에게 귀속됨이 원칙이므로,
다시 법규정 내지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에 따라 일
정한 요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등에게 부여되는 통상실시권 외에
직무발명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발명을 함에 있어서는 발명자의 창의적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직무발명의
경우 개인발명(자유발명)과 달리 발명자(종업원)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 또는 연구비 지급, 연구 설비·자재 제공 등 사용자
3) 일반적으로 지식의 창출, 창출된 지식의 활용 및 그에 대한 보상, 지식창출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
지는 사이클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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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 내지 기여를 통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직무발명의
효과를 거두려면 그 발명에 대한 두 공헌자인 종업원과 사용자 간 조화롭
고 합리적인 이익조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화롭고 합리
적인 이익조정을 위하여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관한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직무발명의 권리귀
속관계를 보다 체계적·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는 ‘발명자주의’4)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주의’5)이다.

우리 특허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여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4) 발명자주의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은 원칙적으
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물적 시설, 설비 등
을 제공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을 하도록 지시, 지휘, 명령, 감독 등을
하였다고 해서 종업원 누구나가 다 발명을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의 주
관적·개인적 노력이나 능력 없이는 발명이 완성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명에 대한 권
리를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에 기반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당해 종업
원의 개인적 성과로 보게 된다.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은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의 귀속주체이므로,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려면 당사자간
계약, 근무규정 기타 약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보상조치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일
본의 특허법과 독일의 종업원발명법 등이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과거 영국의 경우 1977년
특허법 개정 전까지 발명자주의를 취한 바 있다[특허청, 직무발명제도 (2012), 58쪽].
5) 사용자주의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은 원칙적으
로 연구시설과 자금을 지원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창
작한 발명은 당연히 종업원의 임무이고 그 성과로 나타난 결과물이며, 이러한 발명을 하게 된 것
은 사용자의 급료지급, 연구자료 확보 등 물적·정신적 뒷받침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됨이 타당하다
는 논리에 기반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당해 종업원의 개인적 성과가 아니라 기업 등의 조직
적 성과로 보게 된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이
원천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에게는 당해 발명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으며, 따라서 당사자간 별도의 계약이나 근무규정 기타 약정 등이 불필요함은 물론 보상 또한
요구되지 아니한다. 현재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헝가리, 중국, 대만 등이 사
용자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과거 일본의 경우 1921년 개정 특허법 이전에는 사용자주의를 취한
바 있다[특허청, 직무발명제도 (2012),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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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을 규율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이 원천적으로 종업원등에게 귀
속되는지 아니면 사용자등에게 귀속되는지 그 자체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
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발명진흥법상 발명등은 발명진흥법의 고유한 개념
이 아니라 특허법 등에서 차용한 개념이므로 특허법 등의 원칙(발명자주의)
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② 법 제10조 이하의 규정에 표현된 ‘승계’
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또는 의무)를 이어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직무
발명에 대한 원 권리자는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일 수밖에 없으며, ③ 종업
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사용
자등에게 승계하게 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의 태도로 보아,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명자주의의 원칙상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가 요구될 수밖에 없고, 직무발명자
인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
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법 제15조
제1항).

구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①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
의 상황, ②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③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
취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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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협의 상황이나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의견 청취 상황 등에 따른 정당성
판단기준은 현행 발명진흥법(법률 제11960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15
조 제2항 내지 4항에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상에 있어서의 절차
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구법에서는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
니하거나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
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은 절
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그에 따라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
으로 의제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도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법 제15조 제6항
단서), 여전히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직무발명 보상에 있어서의
실체적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상
한다.6)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
6) 이하 이 글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논의를 삼가되, 다만 민간 기업체
등의 실시보상액 산정방안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관련 문제점을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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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자인 종업원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
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출원 유보시의 보상에 있어서 그 액을 결정할 때
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
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
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보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
산점은 일반적으로 특허등록 혹은 특허권 승계시로 볼 수 있지만, 보상규정
이나 근무규정 등에서 보상의 시기가 정해진 경우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
지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의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
로, 그 정해진 보상시기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해석된다.

종업원등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사용자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직무발명자인 종업원등이
가지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
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인 임금채권과는 전혀 별개의 권리이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이 강행규정에 의한 법정채권인 이상 사용
자등은 임금이나 성과급 등을 지급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에 갈음할 수 없으
며(서울고등법원 2009. 10. 7. 선고 2009나26840 판결 참조), 직무발명자
인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는 물론 사망한 경우 등에도 사용자는 그 종업원
또는 상속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
자등이 승계하는 시점에 발생하나 이것은 추상적인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
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
라 그 청구권의 발생시기가 정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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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 발생 이후 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가 실제로 출
원·등록되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그 직무발명 내지 이에 기초한 특허를 실제로 실
시하였는지 여부, 또는 그 특허의 등록이 무효가 되었는지 여부 등의 후발적 사정
은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보상금의 액수 산
정에 그와 같은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8)

2. 법령의 규정 및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9)

(1) 발명진흥법 제15조 및 제16조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
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
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
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
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
야 한다.

<신설 2013.7.30>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

7) 서울고등법원 2008. 4. 10. 선고 2007나15716 판결.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7가합101887 판결.
9) 이후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관하여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피용호,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 관련 주요 개정 규정과 시행령 개정령안의 소개” (2013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
무발명포럼 발표문, 2013. 11. 12)에서 언급된 내용을 주로 인용·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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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
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
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
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⑦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7.30>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
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
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개정법의 주요 내용

2013년에는 두 차례 개정 발명진흥법이 공포되었으며, 이 중 2013년 9
월 23일 시행된 발명진흥법은 제11조의2를 신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것이다.

두 번째 공포된 개정 발명진흥법(법률 제11960호)은 2013년 7월 30일
공포되었고, 2014년 1월 31일 시행예정이며, 주요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3년 6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2012년 10월 31일 제출된 정부 개정안과 2012년 12월 5일 제출된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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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개정안을 병합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임).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 근거 마련(제2조 제9호·제10호,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6 신설)
-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제7조 및 제9조)
- 연구노토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제9조의2 신설)
-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제10조 제1항 단서,
제15조 제2항 내지 제6항 신설, 제17조, 제18조, 제60조)
-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 마련(제20조의3, 제22조, 제31조,
제37조, 제50조의2)

발명진흥법의 주요한 개정 내용의 대부분은 당사자 간 대립이 전제되지
아니하거나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향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정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별다른 갈등구조는 발견되지 아니할 것
으로 예측된다.

반면, 직무발명에 관한 개정 부분은 대기업 등의 통상실시권 제한, 보상
규정 작성·변경에 관한 협의 내지 동의, 심의위원회 운영,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자문위원 파견 등 대부분 기존의 시스템에 없던 것을 새롭게
도입하였고 외국의 입법례 등에서도 참고할 것이 없는 선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규자의 특성상 사용자와 종업원 간 입장차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립하는 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정법의 취지가 최대한
효과를 거두는 방향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하에서는 발명진흥법의 주요한 개정 내용 중 여타
부분에 관하여는 다루지 아니하고 직무발명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개정법
의 내용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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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 제한(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
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
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
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신설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
이 가지는 통상실시권의 배제를 불이익으로 설정하고, 사용자등이 대기업
등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승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이나 근무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률을 제고
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아닌 기업들에게 소위 사전예약승계규정을 작성토
록 유도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제한될 수 있는 사용자등은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한하는바, 중소기업기본법에
기본적으로 전제된 개념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대기업을 의미
하므로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제한될 수 있는 기업은 대기
업에 한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기업의 규모에 따른 구분은 특
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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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동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 아닌 타법에 따르면 “중소
기업이 아닌 기업”은 다만 대기업에 한하지 아니하고 법적으로 정의되는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 또한 포함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 부칙 제5조(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에 대하여 통상실
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상실시권
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당해 규정의 시행 전후 시점과 관
련하여 실무적으로 빚을 수 있는 혼선은 기본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법 제15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
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
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
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
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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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
야 한다.

<신설 2013.7.30>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
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
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
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
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⑦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7.30.>

법 제15조의 개정은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작성하고 문서로 알릴 의무, 보
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정당한 절차와 효력요건,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할 의무와 어떠한 보상이 정당한 보상인지 정당한
보상의 간주규정 및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
내지 송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개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직무발명보상규정의 불이익변경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해석방향
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 보상규정의 불이익변경은 그 변경 전과 비교하여 보상형태나 보상금
결정기준, 보상절차, 보상액 등이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개정법의 태도는 다만 변경 자체를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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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불필
요하고 소모적인 다툼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이때 보상규정이 사규나 근무규정 등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변경이 불이익한지 여부는, 개별 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서
는 아니 되고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것인지 종합적·전체적인 관점에
서 판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어떤 변경의 경우 특정 종업원등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나 다른 특정 종업원등에게는 이익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결국 종업원등의 집단적인 의사표시
예컨대 종업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법 등이 요구될 수
밖에 없을 것임(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참조요). 그러나 보상
규정의 불이익변경에 있어서 적용대상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보상금에 대해
서는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변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정확히 지적되어야 할 것임.10)

- 한편 보상규정이 개별 계약에 의한 경우 당해 종업원의 동의는 그 변
경에 필요적인 것이므로 당연히 불이익변경시에도 요구될 수밖에 없
는 것임.

(3)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10) 법 제15조 제5항에 관한 시행령 개정령안은 다음과 같다.
제7조의2(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① 사용자등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는 종업원등은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등의 과반수를 말하며, 동
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은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종업원등의 과반수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등은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등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종업원대표와 협의하거나 또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종업원등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종업
원대표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③ 사용자등은 보상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
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종업원등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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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
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
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구 발명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심의기구’는 그 설치·운
영이 전적으로 사용자등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설치·운영이 종업원
등에게 매우 절실하거나 또는 분쟁의 예방이나 해결을 위하여 긴절한 경우
에조차 전문성 내지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문
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구 법 제17조 제2항은 직무발명 심의기구의 구성에 관하여, 사용자
등과 종업원등의 대표, 법 제26조에 따른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무발명 심의기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각 대표
의 비례적 구성의 원칙도 선언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절대다수의 중
소기업의 경우 특허관리전담부서라는 것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동 부서의 장을 법정 구성요건으
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여지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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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임제의 뉘앙스가 지배하는 ‘심의기구’라는 표현보다는, 독립적인 합의
제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개정법 제17조의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의 재량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제18조의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이 반드시 구성하여 심
의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 규정상의 차이가 명확히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11)

(4) 직무발명 관련 분쟁(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6항)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11) 법 제15조 제5항에 관한 시행령 개정령안은 다음과 같다.
제7조의3(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
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 또는 위촉한다.
1. 사용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
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은
종업원등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자로 한다.
3. 자문위원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합의로 위촉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되,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
원의 수는 각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종업원등이 종업하는 경우
에는 최소 위원 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 일시, 장
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
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종업원등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심의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
다. 다만, 심의의원회가 해산 또는 소멸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회의록을 보존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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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
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
하는 경우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
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
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사용자등이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
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
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
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24 -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무발명과 관
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0]

당해 규정은 전문개정된 것으로서, 개정 전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관련
분쟁에 관하여는 제18조에서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등이나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더 이상의 실효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태
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조정’이라는 분쟁해결의 메커니즘은 대립하는 노사간 다툼에 있어서는
그 자체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 이전의 단계에서 조
차 유의미한 분쟁의 예방 내지 해결을 위한 ADR을 탐색할 필요는 쉽게 긍
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필요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앞서 언급한 내용 중 ‘직무발
명 심의위원회’으로의 개정을 전제로, 개별적인 경우에 종업원등이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골자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이며 또한 합리적이
라는 점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12)

12) 법 제18조 제5항에 관한 시행령 개정령안은 다음과 같다.
제7조의4(자문위원의 파견)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사용자등에 한하여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사용자등은 특허청장에게 그 취지와 원인을 적은 요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문위원의 파견 여부를 결정
하여 사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의 결정으로 파견되는 자문위원은 해당 심의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합
의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자문위원의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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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태료(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
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
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
여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
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당해 규정은 제2항에 의하여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령 별표
3에 의한 부과기준에 따르게 되므로, 결국 시행령 별표 3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여부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하고 또
한 위반행위별 과태료구간을 차별한다는 의미에서 심의위원회 미구성 등
신설된 위반행위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13)

13) 법 제60조 제2항에 관한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제30조에서 별표 11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법 제18조 제3항 및 제19조 제2항 위반에 대하여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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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정당성 판단기준
1. 발명진흥법 제15조의 입법구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개정된 발명진흥법 제15조는 기본적으로 구법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
무발명 보상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
다.

구법 제15조 제2항은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계약이
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계약이나 근무규
정에 따른 보상이 ①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②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③ 보상형태와 보상
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① 내지 ③의 상황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는 법문의 규정상 다만 협의를 했는지 여부, 보상기준을 제시했는지 여부,
그리고 보상형태와 보상액 결정시 의견을 청취했는지 여부만을 따져 그렇
게 하였다면 그 자체를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으로 보겠다는 입
법적 의지의 천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
한 경우는 물론이고 구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
는 경우에는 직무발명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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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구법 제15조 제3항), 사실상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단초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협의를 했는지 여부, 보상기준을 제시했는지 여부, 그리고 보
상형태와 보상액 결정시 의견을 청취했는지 여부도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및 사용자등과 종업원
등이 공한한 정도도 보다 작게 보상하려는 사용자등과 보다 크게 보상받으
려는 종업등의 입장의 차이로 종국에는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구법상으로는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사용자등의 필요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 자의적인 방향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었다. 구법 제15
조 제2항상으로는 보상기준 작성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협의 절차
가 존재했다면 그러한 협의의 수준과 무관하게 보상규정의 유효성을 긍정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
경하는 경우에도 협의 절차가 다만 형식적인 경우에조차 그러한 협의를 거
쳐 얼마든지 보상수준을 하향조정할 수 있었다. 실제로 보상규정을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예컨대 발명의 완성에 즈음
하여 그렇게 하향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관
계를 더욱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보상액 등 보상수준에 관하여는 여
하튼 법원을 찾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보상과 관련된 다소 소모적인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내
부적인 분쟁해결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이다.

구법 제17조는 직무발명 심의기구라는 표제하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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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
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용자등이 직무발명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설치·운영이 사
용자등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종업원등이 보상규정이나 또는 구
체적 보상액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도 후속조치를 담보할 수 없었고,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그 구성이 있어서 종업원등의 이익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정한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구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분
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사용자
등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등의 비용으로 위촉한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위
촉되는 경우 직무발명 보상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을 가진 종업원등에
게는 자신의 이익을 낮추기 위한 방향에서 사용자등의 편에서는 사람이 늘
어났다고 인식될 뿐 전문가적 식견으로 존중하기에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
이며 오히려 대립하는 상황에서의 불신과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되는 경향
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법상 종업원등이나 또는 사용자등이 소송으로 나아가
기 전에 취할 수 있었던 방법 중 하나는 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41
조상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었으나, 이미 직
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반목의 정도가 심해진 상황에서의 조정이란
그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고 특히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마련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보상규정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경우 등은 소송상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조정신청이 선호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
인다.

개정된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위에서 언급한 부정적이거나 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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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먼저 법 제15조 제2항에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
려야 할 의무를 사용자등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그러한 보상규
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
고 있다. 특히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으로써 사용자등의 자의를 배제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의를 거쳐 작성되거나 또는 동의를 얻어 변경된 보상규정은 당연히 보
상받을 종업원등에게 지급될 보상액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사용자등
은 제15조 제4항에 따라 그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
로 알려야 한다. 사용자등이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
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보상받을 종업원등
의 입장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어느 수준의 보상액을 지급받게 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그만큼 감소될 수 있다
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법 제15조 제6항은 사용자등이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무엇이
정당한 보상인지 예시하고 있으며, 다만 단서의 규정을 통하여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것이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
성을 부정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이러한 원칙과 예외의 규정은 개정된 법 제17조
및 제18조와 유기적으로 작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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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 제외)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으
로써 동 위원회의 설치·운영 자체는 여전히 사용자등의 자유재량에 맡기면
서도 특히 종업원등의 입장에서 위원회의 권위에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이 같은 맥락에서 의미를 거두려면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
고 있다.

또한 전문개정된 법 제18조는 제1항의 각 호에서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이의제기를 비롯하여 통상 직무발명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폭넓은 이의제기 사유를
인정하면서,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에게 심의위
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9호의 경우 “그 밖에 직무발
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
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직무발명에 관하여 발생이 가능한
모든 분쟁의 사유를 망라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종업원등
이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등이 제
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관계를 살펴보
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17조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의 재량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제18조 제1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
발명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 제17조에 의하여 사용자등에게 부여되었던
재량의 여지는 영으로 수축하며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항
을 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제18조 제1항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사안
별로 대응하는 경우 반드시 상설일 필요는 없을 것이며 그 구성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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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법 제18조 제3항)에서도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차이가 있
다.

법 제18조를 통하여 파악되는 개정법의 태도는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다
툼을 가능한 한 기업체 등의 내부적인 분쟁해결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법제를 정비하
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컨대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작성 과정에서 다만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협의 절차를 법정화하고 그러한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용자등과 종업원
등이 동수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원칙과 양측의 합의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등의 자의를 방지하고 종
업원등의 수용가능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 평가될 수 있을 것이
다.

법 제18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무발명과 관
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은 구법과 같이 법 제41
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법 제15조 제6항은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
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이 무엇인지 예시하고 있다.

이 규정상 예시된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이란, ①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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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고(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
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② 그러한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 작성 또는 변경
된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③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를 회사가 승계하는 등 발명자인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 ①과
②의 요건을 갖춘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액 등을 결정하고, ④ 결정된 보상
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보상받을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린 다음, ⑤
그 보상액을 보상받을 종업원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종업원등이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
사하는 경우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였는지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과정에서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러한 흠결이 제거되지 아니하
였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개정법이 목적하는 바도
아닐 것이며 결코 용인되어서도 아니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개정된 법 제15조는 직무발명보상에 있
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으
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기업체
의 개별적 특수성을 비롯한 구체적 사정 및 종업원등의 주관적 이익을 반
영하고 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실체적인 정당성이
자동으로 확보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개정된 규정에서도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함으로써(법 제15조 제6항 단서), 직무발명 보상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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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체적인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제4절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

발명진흥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이라 함) 및 동 시
행규칙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는바, 동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유·무상 처분시
공히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
으나, 민간기업의 실정에 비추어 50%라는 고액의 처분보상금 지급의 정도
가 적절한지, 유·무상 처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비차별적으로 50% 지급하
는 것이 바람직한지, 민간기업과 달리 발명자의 공헌도를 따지지 아니하고
정률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을 동 규정 및 시행규칙의 개정 전에 살펴
보고 개정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지자체는 물론 국책 공공연의 경우에도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을
근거로 직무발명보상규정에서 50%의 처분보상금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는 다만 국가 공무원의 경우에 한정되는 문제로 보아서는 아
니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는 1950년 1월 Truman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15 FR 389) 제1조 (a)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
며, 해당 발명에 있어 연방정부의 공헌이 권리양수를 정당화하기에 형평적
으로(equitably) 충분치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발명을 창출한 공무원에게
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며 연방정부는 무상의 비배타적 실시권만을 가
지게 하는 식으로 발명에 공헌한 정도를 평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공무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가 연방에 귀속한 경우,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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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제정된 연방기술이전법(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상 ‘연방
기구의 실시료 수입 배분’(Distribution of royalties received by Federal
agencies) 규정에 따라 매년 2,000달러를 먼저 지급한 후 실시료 등의
15%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
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상 50%로 규정된 처분보상금은 과거 10%
내지 30%로 규정되었던 것에서 2005년 상향 조정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아니한 것일 수 있고, 무상 처분의 경우에도 민간
영역에서는 ‘유상으로 처분하였더라면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포함하
여 처분보상금을 지급함’이 원칙이므로 이에 대한 명시적인 예외를 규정하
는 것 또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으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선진화를 선
도하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민간 기업들 이상의 고통스런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라는 사용자의 특수성과 ‘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 관계는 민간 기업
과 종업원 간 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예컨대 국방부 발명 군화
건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유상으로 실시하면 군화의 단가가 높아지기 때
문에 국방을 위하여 무상 실시를 허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나 농어민의 소
득증대를 위하여 무상 실시를 허여하는 경우 등 국가의 본질적 업무를 수
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고액의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 세
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법리적으로는 사용자가 국가인 경우 그 업무 범위를 기업 등 법인의 경
우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전 국가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불합리
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발명을 한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직제와 사무분
장규칙에 따라 정해진 업무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 35 -

현행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직무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
명자가 소속한 기관의 업무 범위”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는
실제 공연히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입법례와 앞서 언급한 법리를 상기 제시한 합리성에 대한 의문을
제거하는 방향에서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반영하자면, 현행 규정의 틀
을 유지한 채 지급의 정도를 하향 조정하거나, 유·무상의 경우를 구분 차등
화하거나 또는 발명에 공헌한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에서는 공통의 적용사항만을 규정하고, 각 부
처 또는 기관별로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행보다는 하향 조정하는
방향에서) 처분보상금 기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2002년 3월 종래의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령(国家公務員の職務発明等に対する補償金支払要領)」
을 폐지하고 현재 각 부처별로 보상금 기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동 규정의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에 민간 기
업에서 보상금 산정시 고려되는 요소로서 예컨대 독점권기여도, 발명
자보상률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

- 또한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에서 기본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예컨
대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여 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본율을 1.5%로 한다’는 등의 방법
으로 현실적 균형을 확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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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법 제15조가 직무발명 보상에 있어 절차적인 정당성을 최우선적으로 판
단하고자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란의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실체적 정당성에 관하여는 여전히 문
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통상 기업체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출원 보상이나 등록 보상의 경우 일
정 금액을 보상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보상액 책정과 관련하여 절
차적 정당성이 갖춰진 경우 별다른 문제가 남겨지지 않지만, 실시처분 보상
의 경우 일정 기준을 정하고 있고 또한 그에 관한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는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
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지 실무상 정답을 찾
기가 쉽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 내에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한 직무발명보상
규정이 있고 그러한 보상규정이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예측가능
성을 높이고 있다면 소송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는 있겠
지만, 발명의 가치에서부터 모든 것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
든 직무발명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을 갖춘다는 것은 원시적 불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기대하기 어려운 일
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이 마땅하
다. 특히 개정법에서는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작성·변경에 있어서 종업원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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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이익을 반영하는 구조를 확보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업
원등의 이의제기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리적 절차를 거쳐 마련된
직무발명보상규정이라면 그 형태가 어떠하든 실시보상액을 산정하는 법원
성이 긍정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그러한 법원성이 일반적으로 부정된다면
사용자등의 입장에서는 종업원등의 주관적 이익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규정을 도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였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부
정되는 경우라면 실시보상과 관련된 송사는 결국 사용자등의 불이익의 방
향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보상규정이 마련
된 경우라면 그러한 보상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실시보상액
을 직무발명자인 종업원등이 행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의 범위로 보고
그 정당성을 긍정하되, 다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우에 보상규정에서 정
한 기준을 따르게 되면 실시보상에 있어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현저
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바로잡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결국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있어서 실시보상에 관한 규
정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규정하느냐가 실체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발명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실시보상액 산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상수준을 둘러싼
분쟁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부가 그 정당성 판단에 참고할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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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과 판단에 근거하여 이하에서는 먼저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국내 사례·판례를 분석해 보고 외국의 입법례 및 사례·판례를 통한 비교법
적 고찰을 거쳐 직무발명 실시보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쟁점을 정리, 실시보
상액 산정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보정하는 시도로써 산업별 실시요율을 제
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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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무발명 실시보상에 관한 사례·판례의 분석
제1절 논의의 방향
이 장에서의 논의는 1차적으로 후술하는 제5장 산업별 직무발명 실시보
상액 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독점권기여도, 실시료율, 발명
자보상률 등의 평균적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학술적 목적
을 가지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
하고 있는 원칙 및 기준, 고려 요소 등을 검토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목적과 의미의 테두리 안에서 이 장에서의 사례·판례의 분석은 기
본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를 소개하되,14) 쟁점의 정리가 필요한 부
분에서는 연구진의 의견을 간략히 밝히도록 한다.

제2절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기준 개요
출원 보상이나 등록 보상과 달리 실시처분 보상의 경우 일정 기준을 정
하고 있고 또한 그에 관한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는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수준으로 보편화된 산정원칙 및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판례의 경우 우리나라가 판례법주의를 취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
14) 이하에서 소개하는 사례·판례의 분석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를 요약하여 인용하는 방
법을 위주로 하였다. 김현동, “직무발명 보상산정에 관한 법리: 한·일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
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특허청, 「쟁점별 직무발명 한·일 판례 90선」 (2010); 이두형,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 분석” (2012 직무발명 국제 심포지엄 발표문,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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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없지만 적어도 설득적 효력 내지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례를 통하여 발견되는 일반적인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보상금 = 직무발명으로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x 발명자인 종업원
등의 공헌도 x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공동발명인 경우) 〕

이러한 산정기준에 있어서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는 공동발명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실 공동발명자 사이에서 문제되는 것이지 종업원등의
공헌도가 정해지고 나면 사용자등이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총액에서 차
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의 대립의 차원에서
염려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업원등의 공헌도와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을 것이다.

〔 종업원등의 공헌도 = 1 – 사용자등의 공헌도 〕

〔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 = 1 – 다른 공동발명자의 기여도 〕

따라서 산정기준에 있어서의 핵심은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발명자인 종업원등의 공헌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에게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
등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면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
을 이익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구 특허법(2001. 2. 3.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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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
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
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면서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특허법 제39
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하
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한편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
익 등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
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
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직
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정리해 보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 사용자등이 승계취득한 특허권의 전체가치 – 사
용자등이 가지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의 가치 〕

위에서 언급한 산정기준을 하나로 연결하면 다음과 같으며 실무 또는 판
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병기하였다.

〔 보상금 = [직무발명으로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사용자이익액) =
사용자등이 승계취득한 특허권의 전체가치 – 사용자등이 가지는 무상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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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시권의 가치] x [발명자인 종업원등의 공헌도(=발명자보상률) = 1 – 사
용자등의 공헌도] x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발명자기여율, 공동발명인 경
우) = 1 – 다른 공동발명자의 기여도] 〕

한편, 대법원은 정당한 보상금 상당액에 관하여, “직무발명제도와 그 보
상에 관한 법령의 취지를 참작하고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
게 된 경위, 위 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유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
부, 위 발명에 의하여 회사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위 임원과 회
사가 공헌한 정도, 회사의 과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례, 위 특허의
이용 형태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정함이 상당”하다는 입
장을 취하고 있으므로15), 이 사건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기는 하지만, 직무
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는 간접사실로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구체적 보상금 산정 방법 및 고려 요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제3절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을 계산할 때
는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등이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장래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
로 예견되는 이익을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이러한 해석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이 사용자등이 (얻은 이익이 아니라) ‘얻을 이익’을 고려하도
록 규정한 것에 부합하는 것이다.

15)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37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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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시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 승계시 먼 장래
의 이익까지 예상하여 보상금을 미리 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
며, 사용자등의 직접실시 여부 등은 물론 소송에 있어서는 변론종결일까지
의 사용자등의 실적 등 권리 승계 후 보상금 청구시까지 발생한 구체적인
사정이 참작되어야 하므로,16)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은 보상금 청구 시점상 법 제15조 제6항의 ‘얻을 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이 타당하다.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을 실시하는 태양에 따라 그 산정의 구
체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직무발명을 실시하는 방법은 ① 사용
자등이 직접실시하는 자기실시, ②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는 실시허락,
③ 자기실시와 실시허락을 병행하는 병행실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시허락의 경우나 병행실시에 있어서 실시허락에 관한 부분은 실제 실
시료 수입을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으로 계산하면 되므로 비교적 간단한 측
면이 있지만, 자기실시의 경우에는 사용자이익액을 산출하는 것이 그다지
간단하지 아니하다.

자기실시하는 경우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발견되는 바는 사용자등이 직
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이익액은 결국 그러한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
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
익을 뜻하며 결국 이러한 이익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이익 또는 초과이
익으로서 통상실시권을 통하여 얻을 이익을 공제한 이익을 의미한다는 것
이다.

판례는 직무발명의 자기실시의 경우 독점이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1가합 37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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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5. 선고 2011가합18821 판결> 이익률을 산정
함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수익·비용을 정산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당해
발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상당한 값을 산정할 것이며, ⅰ) 직무발명이 완
성품의 일부와 관련되는 경우(예컨대 매출액은 완성품에 관한 것이나, 직무
발명은 부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직무발명이 기여한 정도를
당연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ⅱ) 매출액 중에는 직무발명과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인지도, 시장에서의 지위, 명성, 직무발명 외의 품질이나 기능 등
에 의해 발생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 역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ⅲ) 매출액에 기여한 직무발명의 객관적 가치(발명의 난이도, 해
당 기술 분야에서 난제로 여겨진 정도 등) 또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용되
는 실시료율 역시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정
함이 상당하다.

한편, 실시허락의 특별한 형태인 크로스라이선스(Cross License)와 특허
풀(Patent Pool)에 관하여 실시료 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지, 특허법의 속지
주의원칙상 외국의 특허 및 이에 관한 실시료 수입의 산정 여부 등이 문제
될 수 있는데, 크로스라이선스 등의 경우에도 결국은 해당 직무발명의 가치
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일정한 대가관계가 발견될 수 있으
므로 사용자이익액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는 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외국의 특허권을
포함한 승계를 의미하므로 관련한 실시료 수입은 사용자이익액의 산정에
포함됨이 마땅하다.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17)

1. 독점권기여도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4가합3995, 2005가합702(병합), 2005가합16882(병합)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7. 선고 35286, 2004가합79453(참가)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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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이익 또는 초과이익의 발생에 해당 직무발명이 기여한 정도를 실무
상 독점권기여도 또는 독점권기여율이라 칭하는데, 자기실시의 경우에는 이
러한 독점권기여도를 먼저 결정하여야 사용자이익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된
다.

독점권기여도는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초과매출액(=독점매출
액)이 발생하였는지 그 초과매출액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
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Positive 방식과 Negative
방식이 알려져 있다.

<Positive 방식>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을 가정하여, 제3자가 얻을 수 있는
추정매출액을 초과매출액으로 인정하는 방식.

<Negative 방식> 제3자에 대한 실시금지를 가정하여, 만일 제3자에게 실시
허락한 경우 예상되는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을 초과매출액으로 인정하
는 방식.

판례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사용자이익액을 산정하기도 하지만 경우
에 따라서는 Positive방식을 경우에 따라서는 Negative 방식을 취하고 있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5. 선고 2011가합18821 판결> 당해 직무발명
을 사용자만 실시하고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얻
을 이익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사용자가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사
용을 허락하였다고 가정할 때 얻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
정하는 방식과, 사용자가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였을 때 예상되는 감소된
매출액과 비교하여 그것을 상회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등
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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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나타나는 독점권기여도는 1%부터 60%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
는데 지나치게 과소하거나 또는 과대한 경우의 특수성을 제거하면 대부분
25%에서 50% 사이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분석대상 사건의 평균은 38.7%
로 파악된다.18) 직무발명의 가치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초과
매출에 기여한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독점권기여도를 인정한 범위
가 넓은 것 자체는 오히려 정상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거의 대부분
그 구체적 산정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독점권기여도를 정하고 있다는 점
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Positive 방식이나 Negative 방식 등의 독점권기여도
산정방식은 초과매출을 추정하는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초과매출액
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오차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예컨대 일본의
판례에서 선보인 특허품의 시장도입 전후에 있어 특허품과 경합품의 시장
점유율 변동에서 독점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19)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독점권기여도를 산정하는 방식의 탐색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편, 판례는 회사가 자기실시한 직무발명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것이
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가 무상의 통상실시권
을 넘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발
명과 관련하여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등
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러한 특허무효사유를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치보다 매우 낮은 수치(1%)의 독점권기여도를 인정하
는 태도를 보인바 있다(부산지방법원 2010. 10. 23. 선고 2009가합10983

18) 이두형, 앞의 발표문, 51쪽.
19) 윤선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있어서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요소에 대한 연구”, 「저스
티스」 제129호 (한국법학원, 2012. 4), 133-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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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 실시료율

자기실시에 의한 사용자이익액을 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실시료율인데,
대부분의 판례에 있어서는 사용자등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실시료액을 얻는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실시료율을 산정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을 실무상 ‘가상라이선스 방식’이라
부른다.

이러한 가상라이선스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이익액 자체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용자등이 제3자에게 해당 직무발명에
관한 실시권을 설정해 주면 받게 될 실시료율을 가상으로 산정하고 실제로
는 실시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실시료율을 곱하여 최종적인 독
점이익액을 산정하는 것이라서 자기실시의 경우 실시료율을 산정하는 방식
으로서의 활용도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독점매출액에 해당 직무발명을 적용한 제품 등의 이익
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직접산정 방식’이 있는데, 이때 이익률을 곱한 수치
와 실시료율을 곱한 수치는 결과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20) 양자
를 구별할 실익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이익률을
실시료율로 보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실무상 또는 판례
상으로는 앞서 언급한 독점권기여도를 풀이하는 서술방식을 취하여 ‘직무발
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률’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실시료율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1)

20) 유영선, “공동발명자 판단 기준 및 직무발명보상금”, 대법원판례해설 제90호 (2011, 법원도서
관), 551쪽 참조.
21)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1가합37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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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나는 실시료율은 0.5%부터 6% 정도이며 평균 실시료율은
3.1%인데, 객관적 근거에 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근
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실시료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시료율이라는 것이 특허권자와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 사이의 교섭
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직
무발명을 자기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히 산업별로 관행처럼 굳어진 실시료율
이 있거나 평균치가 오픈되어 있는 경우라면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후술하는 독일의 경우처럼 가이드라인으로 산업
별 실시료율을 제시하는 것도 상당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상 ‘업계의 실시료율’로 판시되고 있는 경우는, 농약업계 실시료율
3%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 제약업계 실시
료율 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등이 있고,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
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당시) 국토해양부의 2009. 8. 25. 훈령 제446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의해 건설기술 사용요율을 기술공사비
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 5%, 1천억 원 상당인 경우 2%로 정하고 그 사이
에서 증감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적정 실시료율 2%로 판시한 경우(서울중
앙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1가합37396 판결)도 있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직무발명을 자기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
용자이익액을 산정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직무발명으로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사용자이익액) = [사용자등
이 승계취득한 특허권의 전체가치 – 사용자등이 가지는 무상의 통상실시권
의 가치] = [직무발명으로 인한 매출액 x 독점권기여도 x 실시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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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는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실무에서는
발명자보상률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비율로써 실제 산식에서는 발명자인 종업원등에게 지급될 보상액을 산정하
여야 하기 때문에 1에서 사용자등의 공헌도를 제한 값으로 발명자보상률을
정하고 있다.

[발명자인 종업원등의 공헌도(=발명자보상률) = 1 – 사용자등의 공헌도]

발명자인 종업원등의 공헌도를 판단하는 요소로는 ① 종업원등의 직무내
용, ② 직무발명이 이루어진 경위, ③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의의, ④ 사용
자등의 사업화 경위 등을 들 수 있고, 사용자등의 공헌도를 판단하는 요소
로는 ① 사용자등의 사업화 경위, ② 직무발명이 권리화에 이른 경위, ③
직무발명이 사업화에 이른 경위, ④ 직무발명의 완성 이후 발명자에 대한
처우 등을 들 수 있다.22)

판례에서 발견되는 발명자보상률은 3%부터 50%까지로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 10%에서 30%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분
석대상 판례에서의 발명자보상률 전체 평균은 17.1%이다.23)

발명자보상률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종업원등의 공헌
도가 저조하게 인정되고 있다는 관점24)과 종원등의 공헌도가 높게 인정되
고 있다는 관점25)으로 나뉘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2) 이두형, 앞의 발표문, 57쪽.
23) 이두형, 앞의 발표문, 56쪽.
24) 예컨대 최동배, “직무발명보상금과 종업원의 공헌도와의 관계: 최근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414호 (대한변호사회, 2011), 55쪽.
25) 예컨대 윤선희, 앞의 글,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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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공헌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기업체마다 다양한 사정에 따라 매우 복잡
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판례상 발명자보상률의 편차가 크다는 점은
사건마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예컨대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기
자재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정 등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수원지방법
원 2010. 6. 25. 선고 2009가단 56852 판결은 그러한 사정으로 발명자보
상률 50%를 인정하고 있음)를 제외한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등의 공
헌도에 관한 일반적 기준(예컨대 사용자등의 공헌도 90%를 기준으로 하는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은 발명
의 완성 후에 다투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실제 발명의 완성 후에 사용
자등이나 또는 발명자인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도 의미있게 평가·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5절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공동발명인 경우)
직무발명이 공동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각 공동발명자의 기여도
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므로, 발명자기여율에
관하여 특별한 산정기준이 정해져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발명자기여율은 보상금을 청구하는 공동발명자 간의 문제이
지 사용자등과 공동발명자 간 문제는 아니므로 그 실체적 진실에 관한 입
증은 발명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며 사용자등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
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무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각 공동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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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의 양적·질적 관여의 정도에 따라 발명자기여율이 결정되면 족할 것이
며, 만일 각 공동발명자의 양적·질적 관여의 정도가 균등하다면 발명자의
수(n)로 나눈 수치(1/n)를 발명자기여율로 보면 될 것이고 관여 정도가 다
르다면 그 만큼 가감하여 계산하면 될 것이다.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발명자기
여율을 산정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 보상금을 지급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발명자 개개인의 기여
율에 따라 보상금을 안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제1특허발명은 원고 포함 5명이 공동발명자로 되어 있는 점, 원고
는 소위 PL로 근무하면서 전체적인 발명과정을 주도한 점, 공동발명자로
등재된 소외 4는 사실상 일반관리자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1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5인 중 1인으로서 원고의 기여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제2특허발명은 원고 포함 9명이 공동발명자로 되어 있는 점, 원
고는 소외 3과 함께 전체 발명과정을 주도한 점, 공동발명자로 등재된 소외
4는 사실상 일반관리자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2특허발
명의 공동발명자 9인 중 1인으로서 원고의 기여율은 20%로 봄이 상당하
다.

< 수원지방법원 2010.11. 4. 선고 2009가합2746 판결> 원고는 이 사건 특
허발명 1의 발명자 2인 중 1인, 특허발명 2의 발명자 3인 중 1인,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고안자 2인 중 1인으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 특허발명 1의
공동발명자인 000은 원고는 단순 보조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발
명 이외에도 2차 전지와 관련하여 원고와 별도로 6건의 발명을 하여 그 특
허를 출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및 등
록고안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구성, 연구기간, 담당업무, 직책 및 노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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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발명 및 고안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명
자들 중 원고의 기여율을 3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6절 소결
논의의 성격상 이 장에서 언급한 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특정의 입
장에서 결론지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여기서는 이후 논의를 위
하여 필요한 부분을 간략히 정리하고 사례를 검증하는 것으로 소결에 갈음
하고자 한다.

먼저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대법원은, ① ‘사용자
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이고, ②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
익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
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고, ③ 사용자가 제조·판매하
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
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
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
로 평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실시보상에 있어서는 특히
자기실시의 경우 ①의 독점이익 또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데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판례상 나타나는 독점권기여도는 1%에서 60%까지 다양하게 분
포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과소하거나 또는 과대한 경우의 특수성을 제거하
면 대부분 25%에서 50% 사이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 의하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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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된 분석대상 사건의 평균 독점권기여도는 38.7%이다. 직무발명의 가치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초과매출에 기여한 정도는 다를 수밖
에 없으므로 독점권기여도를 인정한 범위가 넓은 것 자체는 오히려 정상적
이라 할 수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 그 구체적 산정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독점권기여도를 정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예컨대 일
본의 판례에서 선보인 특허품의 시장도입 전후에 있어 특허품과 경합품의
시장점유율 변동에서 독점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
에 근거하여 독점권기여도를 산정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판례에 나타나는 실시료율은 0.5%부터 6% 정도이며, 선행연구에 의하여
파악된 분석대상 사건의 평균 실시료율은 3.1%이다. 산업별로 예컨대 농약
업계 실시료율 3%, 제약업계 실시료율 5%로 판시한 경우도 있고, 관련 법
령을 적용하여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적정 실시료율
2%로 판시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
하고 실시료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
서 독일의 경우처럼 가이드라인으로 산업별 실시료율을 제시한다면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명자보상률과 관련해서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공헌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기업체마다 다양한 사정에 따라 매우 복잡
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발명자보상률의 편차는 클 수밖에 없다.

발명자인 종업원등의 공헌도를 판단하는 요소로는 ① 종업원등의 직무내
용, ② 직무발명이 이루어진 경위, ③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의의, ④ 사용
자등의 사업화 경위 등을 들 수 있고, 사용자등의 공헌도를 판단하는 요소
로는 ① 사용자등의 사업화 경위, ② 직무발명이 권리화에 이른 경위, ③
직무발명이 사업화에 이른 경위, ④ 직무발명의 완성 이후 발명자에 대한
처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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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발견되는 발명자보상률은 3%부터 50%까지이지만, 대부분 10%
에서 30%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 의하여 파악된 분석대상
사건의 평균 발명자보상률은 17.1%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통상의 경
우에 있어서 예컨대 사용자등의 공헌도를 90%를 기준으로 하는 등 사용자
등의 공헌도에 관한 일반적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은 발명의 완성 후에 다투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 발명의 완성 후
에 공헌한 정도 또한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직무발명이 공동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자기여율은 개별적이고 구체
적인 상황에 따라 그 완성에 있어서 각 공동발명자의 양적·질적 관여의 정
도에 따라 결정되면 족할 것이고 그에 따라 안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발명자기여율을 산정하고 있다.

앞서 논의된 바에 따라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후의 논의를
통하여 제거하는 방향으로 서술하되 먼저 판례상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
하는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상금 = 〔[직무발명으로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사용자이익액)] =
[사용자등이 승계취득한 특허권의 전체가치 – 사용자등이 가지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의 가치] = [직무발명으로 인한 매출액 x 독점권기여도 x 실시료
율]〕 x 〔[발명자인 종업원등의 공헌도(=발명자보상률)] = [1 – 사용자등의
공헌도]〕 x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발명자기여율, 공동발명인 경우)] = [1
– 다른 공동발명자의 기여도]〕

이러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방식을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의미에서
몇몇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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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특허발명으로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은 17,035,835원 =
[제1특허발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 75,714,826,588원 x 독점권기여도
25% x 실시료율 3%] x [발명자보상률 10%] x [발명자기여율 30%]

<서울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0나72955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지
급하여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 51,960,000원(지연이자 제외) = [직무발명으
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 86,600,000,000원 x 독점권기여도 1/3 x 실시료
율 2%] x [발명자보상률 15%] x [발명자기여율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1가합37396 판결> 피고가 원고
에게 제2 내지 제5 발명으로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보상금은 58,633,483원
(선지급한 공제분 제외) = [제2 내지 제5발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
93,069,020,725원 x 독점권기여도 30% x 실시료율 2%] x [발명자보상률
15%] x [발명자기여율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0가합41527 판결> 피고가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특허발명들에 대한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6,256,686,772원(선지급 공제분 제외) = [이 사건 특허발명들로 인하여 피
고가 2007. 7.부터 2007년까지 얻은 실시료 수입액(실시료 수입을 얻기 위
한 과정에서 소요된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임) 78,208,584,651원] x [발
명자보상률 10%] x [발명자기여율 80%]

제4장 외국의 입법례 및 사례·판례의 분석
제1절 논의의 방향
앞선 장에서의 논의가 직무발명의 실시보상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금을

- 56 -

산정하는 데 필요한 산정방식을 정리하고 관련 쟁점을 소재를 명확히 파악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것이었다면, 여기서의 논의는 그러한 관련
쟁점에 대하여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단계로써 비교법적 고찰의
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의미의 범위 내에서 외국의 입법례 및 사례·판례에 관
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발견되는 바는 이 연구의 사실
상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5장 산업별 직무발명 실시보상액 산정방안에 반영
토록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4개국에 대하여 앞서 언급된 쟁점
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제2절 미국
1. 미국의 직무발명 보상

미국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연방차원의 단일법이 없을 뿐더러 연방 특허
법에도 직무발명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만 몇몇 주에서만 사전
양도계약(pre-assignment contract)의 제한 등에 관하여 제정법으로 규율
하고 있다.

연방 특허법상 발명자주의를 취하여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이 행한 발명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귀속된 권리의 처분이나 그 이전
등은 계약법 고유의 문제로서 보통법(common law)과 판례법(case law)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러한 규율에 있어 사전양도계약 및 ‘숍 라이트(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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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원칙’26)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전양도계약은 사용자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
상 등에 관하여 미리 약정하는 계약(주로 고용계약의 형태로 체결됨)을 말
하며,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권리관계가 규율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사전양도계약
의 체결을 고용절차상 하나의 관행으로 여기고 되었고, 보다 유리한 방향에
서의 사전양도계약 체결을 위한 체계적·조직적인 대응 내지 법률전문가의
개입 등의 영향으로 구조적으로는 종업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방향에서
사전양도계약이 체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전양도계약이 지나치게 교활하게 작성된 경우,27) 고용기간 종료 후에도
상당기간 종업원을 구속하는 계약인 경우28)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전양
도계약의 유효성이 긍정되고 있으며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규정한 제정법도 없기 때문에(연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은 존
재함),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이나 보상에 관하여는 거의 대부분 사전양
도계약에 따르게 될 수밖에 없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양도계약이
사용종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고용의 절차상 이뤄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보
통은 수백에서 수천 달러 정도의 약소한 출원보상 외에 실시보상 등은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29)

26) 숍 라이트(shop right) 원칙은, ① 사전양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② 발명을 위하여
고용된 것이 아닌 종업원이, ③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자원과 시설의 도움으로(with the aid
of the employer’s materials and appliances) 발명하게 되었다면, ⑥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되고, ⑦ 사용자는 그 발명을 비배타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는 판례법상 원
칙을 말한다. 1933년 United States v. Dubilier Condenser Corp.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에 제
시한 요건에 따라 인정되고 있으며,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자원, 설비 등을 이용하였
다는 점을 고려, 형평(equity)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용자가 그러한 종업원의
발명을 비배타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shop right’라고 하며(통상실시권 개념과 유사함), 권리의
성격상 영업양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27) Ferroline Corp. v. General Aniline & Film Corp., 207 F.2d 912, 926 (7th Cir., 1953)
28) Ingersoll-Rand Co. v. Ciavatta, 542 A.2d 879, 985 (N.J., 1988)
29) 예컨대 American Cynamid 사의 종업원은 그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연 매출 5,000만 달러 이
상을 회사에 안겨주었지만 사전양도계약에 따라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문예실, “미국의
직무발명 제도” (2012 직무발명 국제 심포지엄 발표문, 2012.11.16.), 17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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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방정부 공무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가 연방에 귀속한 경우, 1986
년 제정된 연방기술이전법(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상 ‘연방
기구의 실시료 수입 배분’(Distribution of royalties received by Federal
agencies) 규정에 따라 매년 2,000달러를 먼저 지급한 후 실시료 등의
15%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30)

2. 합리적 실시료에 관한 판례의 동향

직무발명에 대한 미국의 규율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내부적 고용계
약의 일부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시보상액 산정을 위한 방식이나
액산업별 실시료율의 기준치를 발견하려는 입장에서는 참고할 마땅한 판례
를 찾기가 쉽지 아니하였다. 다만,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
식에 관하여는 다수의 유의미한 판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관련 판례에서
는 특허권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하거나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위한
고려요소 등을 판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e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318 F. Supp.
1116, 166 U.S.P.Q. (BNA) 235 (S.D.N.Y. 1970)> 이 사건에서는 특허권
자가 특허권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권허락을
가정하여 실시료를 산정하고 이러한 실시료액을 손해배상액의 최저한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시료액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시료율
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① 특허권자가 다른 실시권자에게
받은 실시료, ② 특허권자가 다른 특허권자에게 지불한 실시료, ③ 실시계
약의 성격과 실시범위, ④ 특허권자가 수립한 실시계약 정책, ⑤ 특허권자
과 실시권자의 관계, ⑥ 비특허품의 판매영향, ⑦ 실시계약의 기간, ⑧ 특
10 특허발명의 특성, ◯
11 특허
허품의 수익성, ⑨ 특허품의 실용성과 장점, ◯
12 이익에서의 비중 또는 판매가에서의 비중, ◯
13
권침해자가 사용한 정도, ◯

30) 15 U.S.C.A. § 3710c(a)(1)(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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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문가의 증언, ◯
15 실시계약이 있었다
특허에 의해 실현된 이익의 비중, ◯

면 합의하였을 가상의 실시료 총액 등 15가지를 실시료 산정을 위한 고려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료율의 결정에 있어서는 산업별 또는 기술별 요율이 다를 수
밖에 없고 또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산업별 또는 기술별 평균적 실시료율을 파악하여 적용하고 이를 기
본으로 개별 사례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방법
일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산업별 기술별 평균적 실시료율을 파악한 문헌에 의하면, 기계산
업 분야의 실시료율이 가장 높은 편이며, 화학과 전기·전자 분야가 그 다음
으로 높은 편이다.31) 또한 정보기술, 통신,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하드웨어
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실시료율은 2% 내지 7%이며, 5%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32)

최근의 판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간 실시료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던 ‘25% Rule’에 대하여 법원이 특허권과 이를 침해한 제
품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당사자 간의 특정한 관계도 설명하지 못하
며 사실로서의 신뢰성과 관련성을 부정하는 관점에서 합리적 실시료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Uniloc USA, Inc.
v. Microsoft Corp., 632 F. 3d 1292 (2011)]. 25% Rule은 실시계약에
있어서 예상이익의 25% (내지 33%) 정도를 특허권자에게 실시료로 지불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일종의 경험칙상의 원칙이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일
반적으로 판매가의 20% 정도를 이익으로 보고 그러한 이익에 특허발명이
기여한 정도를 25%로 가정, 매출액의 5%를 실시료로 산정하는 것을 내용

31) 양동홍, 김성철, 강근석, “특허가치평가를 위한 합리적 로열티율 산정 방안 – 손해액산정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기술혁신학회지」 제15권 3호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 713쪽 참조.
32) 양동홍, 김성철, 강근석, 앞의 글, 7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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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33)

위 판결의 영향으로 향후 25% Rule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되며, 실시료율을 산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거론되는 것은 ‘게임이론
(Game Theory of Nash Bargaining Equation)에 의한 산정방식’34)과
‘투자수익률(Investment Rate of Return Method) 방법’35) 등이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36)

제3절 일본
1. 일본의 직무발명 보상

일본은 2004년 6월 개정된 특허법을 통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기본 규율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법 제35조 제3항에서 발명자인 종업원등의 보상받
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상당한 대가’인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상당한 대가의 액’을 산정하는 고려요소에 대하여 법 제35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다.

계약, 근무규칙이나 기타 규정에서 ‘상당한 대가’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
우에는 대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책정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사이
33) Robert Goldscheider, John Jarosz & Carla Mulhern, Use of The 25 Percent Rule in
Valuing IP, Vol. XXXVII No. 4 les Nouvelles (December, 2002), pp123-133.
34) William Choi & Roy Weinstein, An Analytical Solution to Reasonable Royalty Rate
Calculations, 41 J.L. & TECH. 49, pp49-63 (2001)
35) Russel Parr, Royalty Rates for Licensing Intellectual Property, John Willey & Sons,
Inc. (2007), pp133-141.
36) 게임이론에 의한 산정방식과 투자수익률 방법에 관하여는 양동홍, 김성철, 강근석, 앞의 글,
706-709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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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해지는 협의의 상황, 책정된 당해 기준의 개시(開示)의 상황, 대가의
액 산정에 관하여 행해지는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의 상황 등을 고
려하여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며(법 제35조 제4항), 대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또
는 그 정한 바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대가의 액’은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받을 이익의 액, 그 발명에 관련하여 사용자등이 행하는 부담,
공헌 및 종업원등의 처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
35조 제5항).

특허법상 보상금 산정기준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공적 개입을 자제하면서도, 개별적이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용
자와 종업원 간 자율적인 규율을 유도하되, 그 절차적 정당성 내지 합리성
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보상금
을 산정하는 단계에서는 사용자등이 받을 이익의 액, 그 발명에 관련하여
사용자등이 행하는 부담, 공헌 및 종업원등의 처우 기타 사정을 어떻게 계
산하고 고려할 것인지 고민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과거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령(国家公務員の職務発明等に対する補償金支払要領)」
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하여 왔으나, 2002년 3월 당해 요령이 폐지됨에 따
라 2002년 7월에 마련된 지적재산전략대강(知的財産戦略大綱)에 의하여 현
재 각 부처별로 보상금 기준을 포함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2.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의 시사점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① 전체 시장의 규모와 동향, ② 선행기술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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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대체기술의 존부, ③ 사용자의 기술력·영업력, ④ 경쟁업자와의 시장
분할 현황, ⑤ 해당 발명이 실시권 설정계약을 유인할 만한 시장성 등의 간
접사실에 의하여 초과매출액(=독점매출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
기실시에 따른 초과매출액(=독점매출액)의 산정을 위하여, ① 경합품의 존
재, ② 라이선스허락의 유무, ③ 시장점유율, ④ 특허품의 판매상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37) 이러한 측면은 무상
의 통상실시권의 가치를 제한 직무발명의 독점적·배타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매우 유의미한 고려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東芝 사건38)에서와 같이 시장점유율에 근거하여 독점이익을 판단하
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東芝 사
건에서는 국내 시장점유율을 57.0%로 인정한 가운데, 사용자를 포함한 국
내시장 참여 6개사의 가상 시장점유율 16.7%를 뺀 40.3%를 독점 시장점유
율로 판단하고 사용자의 총매출의 70.7%(=0.403/0.570)를 독점매출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경합품의 시장점유율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독점매출액으로 추정한 판례
도 있으며, 특허품의 시장도입 전후에 있어 특허품과 경합품의 시장점유율
의 변동에서 독점매출액을 산정한 판례도 있다.39) 직무발명을 자기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전후 시장점유율 변동을 따져 독점매출액을 산정하는 것
은 매우 객관적인 지표를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이므로 상당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판례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실시료율을 3%
내지 5%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보다 높거나 낮은 실시료율을 채택하는 경

37) 이두형, 앞의 발표문, 51-52
38) 東京地判 平成 19. 6. 27. 平成 17(ワ)2997.
39) 知財高判 平成 20. 10. 20, 平成 19(ネ)10033; 윤선희, 앞의 글, 133-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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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40)

발명자보상률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직무발명의 완성 후의 사용자의 공헌
도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 발명자보상률을 60%로 인
정한 사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용자공헌도 95%를 기준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가 판례상 사용자공헌
도를 90% 미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기본적인 사용자공헌도를 정함
이 없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인정의 정도가 매우 넓게 분
포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적지 않은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공헌도는 그 발명을 함에 있어서 공헌한 사정 외에도 그 발명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데 공헌한 사정과 기타 발명과 관련된 일체의 사정도
포함된다는 입장에서 상당한 대가를 정함에 있어 사용자등이 받을 이익이
극히 고액인 경우와 그 정도의 고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공헌
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르게 가져간 판례41)도 있었는데, 이 판례에 따르면
이익액이 극히 고액인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공헌도는 통
상보다 높게 평가되어야 하고 이익액이 저액인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
는 한 사용자공헌도는 통상보다 조금 낮을 것이라고 한다. 사업화의 성공에
기울인 비용이나 노력, 마케팅 성과 등에 관한 사용자공헌도를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발명
으로 인하여 사용자등이 받을 수 있는 이익액이 고액인지 저액인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용자공헌도가 높다거나 또는 낮다거나 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42)

제4절 독일
40) 윤선희, 앞의 글, 135쪽.
41) 東京地判 平成 19. 1. 30. 平成 15(ワ)23981.
42) 知財高判 平成 21. 2. 26. 平成 19(ネ)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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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직무발명 보상

독일 특허법상 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1957년 제정된 종업원발명법(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43)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종업원발명법은
직무발명에 관한 종업원과 사용자 간 합의는 허용하지만, 종업원에게 불이
익한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44) 강행법으로서의 성
격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허발명이나 실용신안의 고안이 아
닌

것으로서

기술혁신을

위한

제안을

뜻하는

기술적

개선

제안

(Technische Verbesserungsvorschläge)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공무원
및 군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서비스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서면으
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업원
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이전을 청구(Inanspruchnahme)할 수 있는
데,45) 이러한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모든 재산권적 권리
는 사용자에게 이전되며, 종업원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청구
권을 가지게 된다.46) 보상의 유형과 정도는 사용자의 청구 후 합리적인 기
간 내에 사용자와 종업원 간 약정을 통하여 확정된다.47)

연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법(Tarifvertragsgesetzes) 제12조에 규정된
‘종업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중앙기구’의 청문을 거쳐 보상액산정에 관한
지침을 발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48) 이에 따라 「사적 분야에서의 종
업원발명에

대한

보상

지침」(Richtlinien

für

die

Vergütung

von

43) “Arbeitnehmererfindungsgesetz”라고 부르기도 하며, 약칭하여 “ArbNerfG”로 적기도 한다.
이하 각주상 조문을 표기함에 있어 동 법명은 “ArbNerfG”로 한다.
44) ArbNerfG § 22.
45) ArbNerfG § 6(1), (2).
46) ArbNerfG § 9(1).
47) ArbNerfG § 12(1).
48) ArbNerfG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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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eitnehmererfindungen im privaten Dienst)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
한 보상지침은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지지만, 직무발명
의 보상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종업원은 물론 중재위원회와 법원 또한 참고
하여야 할 기준 또는 보조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종업원발명법에 근거한 사용자와 종업원 간 모든 분쟁은 중재전치주의의
원칙상 특허청에 설치된 중재기구의 중재절차(중재비용은 무료임)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며,49) 중재 신청 후 6개월이 경과되었거나, 종업원이 퇴직한 경
우 등은 제소요건으로써 중재전치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50) 중재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다.

2. 보상지침에 의한 합리적 보상금의 산정

「사적 분야에서의 종업원발명에 대한 보상 지침」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과 같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식을 적용하고 있다.

<보상금 산정식> 보상지침에서 적용하는 기본식은 V = [E (= B x L)] x A
이다. 일정기간 동안의 실시보상액의 산정은 V = U x L x A 인데, 결과적
으로는 기본식과 마찬가지가 된다. 보상금 산정식에서 사용되는 약어는 각
각 다음의 내용을 의미한다. 또한 직무발명이 공동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그 기여의 정도에 따라 보상액을 안분 지급하여야 하므로 실제로는 발
명자기여율(M)을 곱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의 대부분의 중재결정에서는 직
무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권이 부여되기 이전의 보상에 관하여는 리스크 요
인(R)으로 50%의 보상액을 유보하고 있는데, 보호권 부여 후에 지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산정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9) ArbNerfG § 37(1).
50) ArbNerfG §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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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보상액
E=직무발명의 가치(= B x L)
B=참고치(매출액 또는 생산액을 말함)
L=실시료율
U=일정 기간의 매출액 또는 연생산액
A=비례상수(설정된 직무, 직무에 대한 솔루션, 회사 내 지위 등을 평가 한
후 합산하여 결정함)

독일 연방대법원은 소위 ‘항진균 매니큐어’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에서 직
무발명 보상계약에서 합의된 라이선스 유추방법에 따라 평가된 직무발명의
가치가 실제 직무발명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통하여 사용자가
얻는 이익보다 낮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직무발명 보상을 비합리적인 것으
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용자와 종업원 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한 보상규정의 법원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51)

이 판결을 통하여 발견되는 다른 하나는 발명의 가치라는 것이 결국 자
유시장에서 그 발명을 구매하는 가격이며 이는 결국 직무발명에 있어서는
그러한 발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실제 얻는 이익을 뜻하는 것이라는 점이
다. 또한 그러한 발명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독일에서 가장 신뢰·선
호되는 것은 라이선스 유추방법이며, 이 방법에 의하면 직무발명으로 인한
매출액 또는 생산액에 그 직무발명과 유사한 개인발명에 적용되는 실시료
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방식은 종업원발명법 § 9(2) 규정상 직
무발명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에 충실한 산법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발명이 각기 다른 부분으로 구성되는 장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직무발명의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장비 전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명의 영향을 받은 부분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51) BGH, 06.03.2012 - X ZR 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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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는 해당 발명의 사용으로 전체 장비의 가치가 높아졌는지 부분적
인 가치만이 높아졌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상지침에서는 발명에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산
업별 실시료율을 규정(예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별 실시료율>

전기산업 1/2 - 5%
기계기구산업 1/3 - 10%
화학산업 2 - 5%
제약산업 2 – 10%

이러한 산업별 실시료율은 매출액이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며, 매출액이 높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구간별로 실시료율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상지침에서 예시한 경우를 살펴보면, 직무발명으로 인
한 매출액이 1,000만 DM인 경우 매출액 300만 DM까지는 기본 실시료율
을 적용하고 300만 DM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200만 DM에 대해
서는 10% 차감, 500만 DM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나머지 500만
DM에 대해서는 20%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보상지침에 의한 매출액 구간별 실시료율 차감과 그 적용 결과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 구간별 실시료율 차감과 적용결과 분석>
매출액

매출액

구간

(DM)

0
-3,000,000
3,000,000
-5,000,000

① 기본

② 차감

실시료율3%

실시료율

적용보상액

적용보상액

②/①
비율(%)

환산
실시료율
(%)

3,000,000

90,000

90,000

100

3

5,000,000

150,000

144,000

96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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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
-10,000,000
10,000,000
-20,000,000
20,000,000
-30,000,000
30,000,000
-40,000,000
40,000,000
-50,000,000
50,000,000
-60,000,000
60,000,000
-80,000,000
8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

300,000

264,000

88

2.64

20,000,000

600,000

474,000

79

2.37

30,000,000

900,000

654,000

73

2.18

40,000,000

1,200,000

804,000

67

2.01

50,000,000

1,500,000

924,000

62

1.85

60,000,000

1,800,000

1,029,000

57

1.72

80,000,000

2,400,000

1,209,000

50

1.51

100,000,000

3,000,000

1,359,000

45

1.36

110,000,000

3,300,000

1,419,000

43

1.29

직무발명으로 인한 매출액이 높은 경우 사용자의 성과를 반영하는 구조
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히 매출액이 높은 경우 당사
자간 합의로 그 발명에 대한 가치를 축소·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같
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산정식에서 비례상수 A는 a, b, c 세 개의 값을 합산하여 결정하는데,
먼저 a는 종업원에게 설정된 직무를 평가(1에서 6까지 평가함)하는 것이고
b는 직무에 대한 솔루션을 모색하여야 할 정도를 평가(1에서 6까지 평가함)
하는 것으로 a와 b의 평가는 종업원이 그에 대하여 높을 자율성 즉, 종업
원의 직무상 해당 발명을 창출할 필요 내지 가능성에서 멀수록 높게 평가
된다. c는 회사 내에서 종업원이 가지는 지위를 평가(1에서 8까지 평가함)
하는 것인데, 회사 내 지위가 낮을수록 높게 평가된다. 비례상수 A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 즉 발명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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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대체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례상수 A값의 적용> a, b, c를 합산한 값이 다음과 같을 때 비례상수
A값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참고로 독일의 직무발명 관련 전문가인
Dieter Heunemann 변호사에 의하면 A값의 평균은 15%에서 18% 사이에
있다고 한다.

a+b+c =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

= 02 04 07 10 13 15 18 21 25 32 39 47 55 63 72 81 90 (100)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여 독일의 보상지침에 따른 보상금 산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산정 예시> 직무발명으로 인한 1년간의 매출액은 40만 DM, 실시료율은
3%, 비례상수 A는 (a + b + c = 8 ) = 15 %인 경우, 1년치에 해당하는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Vj = Uj x L x A
Vj = 400,000 DM x 3 % x 15 %
Vj = 1,800 DM (만일 해당 직무발명이 Y와 Z의 공동발명에 해당하고 Y의
발명자기여율이 70%인 경우라면, Y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액은 Vj =
400,000 DM x 3 % x 15 % x 70% = 1,260 DM)

제5절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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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직무발명 보상

중국은 기본적으로 전리법(专利法)과 그 실시세칙(实施细则)을 통하여 직
무발명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52)

전리법 제6조는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주로 본 단위의 물
질적 기술조건을 이용해 완성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라고 한다”고 규
정하여 직무발명을 정의하고 있으며, ‘본 단위’란 국가기관, 기업, 사업체
등 종업원 또는 공무원이 속한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전리법실시세측 제12
조에 따라 ① 본직 작업 중 완성된 발명창조, ② 단위에서 맡은 본직 작업
외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된 발명창조, ③ 퇴직, 전임 후 또는 인사관계가
중지된 후 1년 내에 완성된 것으로 원 단위에서 맡은 작업 또는 원 단위에
서 분배받은 임무와 연관된 발명창조 등 세 가지가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
하여 완성된 발명창조’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
술조건을 이용해 완성된 발명창조’란, 주로 본 단위의 자금·설비·부품·원재
료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완성된 발명창조를
말한다.53)

직무발명창조에 대한 전리신청권은 그 단위에 있으며, 신청 후 비준되면
그 단위가 전리권자가 됨이 원칙이나 다만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조건을
이용해 완성된 발명창조’를 단위와 발명인 또는 설계인의 계약으로 전리신
청권리와 전리권의 귀속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르게 된다.

비직무발명창조의 경우 전리신청권 내지 전리권은 모두 그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있으며, 발명인 혹은 설계인은 전리문서에 본인이 발명인 혹은
설계인인 사실을 기재할 권리가 있으므로,54) 직무발명창조에 해당되는 경우
52) 중국의 전리법은 우리의 특허법에 해당하며, 전리는 특허, 전리권은 특허권과 같은 개념의 방향
에서 이해된다.
53) 专利法实施细则第十二条.
54) 专利法第十七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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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리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창조를 행한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며, 발명창조전리를 실행 후 그 응용범위와 경제적 이
익에 따라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55)

전리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발명인 혹은 설계인과의 약정이나 또는 전리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장려금, 보상방식, 보상금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기업이나 사업단위가 발명인 혹은 설계인에게 지급한 장려금,
보상은 국가의 재무,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56)

2. 보상수준의 법정화

직무발명창조의 장려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전리법실시세측
에 따라, 전리권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장려금
을 지급하여야 하는데,57) 발명전리의 장려금은 건당 3,000元을 초과해야
하며, 실용신형전리나 외관설계전리의 장려금은 건당 1,000元을 초과해야
한다.

직무발명창조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전리법실
시세측에 따라, 전리권의 유효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보상하여야 한다.58)

발명전리 또는 실용신형전리의 경우 매년 그 실행으로 얻은 영업이윤에
서 2% 이상을, 외관설계전리의 경우 매년 그 실행으로 얻은 영업이윤에서
0.2% 이상을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그 비율을 참조하
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전리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개인 또는 기
55)
56)
57)
58)

专利法第十六条.
专利法实施细则第七十六条.
专利法实施细则第七十七条.
专利法实施细则第七十八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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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단위에 전리실행을 허가한 경우,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그 실시료의
10%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중국의 계약법에 해당하는 合同法에서는 직무기술성과(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기술성과를 의미함)의 사용권·양도권이 법인 또는 기타조
직에 속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그 직무기술성과에 관하여 기술계
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그 직무기술성과를 사용·양도
하여 취득한 수익 중의 일정 비율을 그 직무과학기술성과를 완성한 자에게
보상금 또는 장려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그 직무기
술성과에 대하여 기술계약을 체결할 경우 직무기술성과를 완성한 자는 동
등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양수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59) 다만, ‘수익 중의 일정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促进科技成果转化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비율을 참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된다.

<促进科技成果转化法第二十九条> 과학기술성과를 완성한 단위가 그 직무
과학기술성과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단위는 양도한 직무과학기술성
과로부터 취득한 순이익 중의 20% 이상의 비율을 직무과학기술성과 및 이
전에 중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促进科技成果转化法第三十条> 기업, 사업단위가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또
는 기타 단위와 협력하여 연구개발한 과학기술성과가 성공적으로 이전하여
생산에 투입된 경우 단위에서는 연속 3년에서 5년간 직무과학기술성과를
실시하여 새롭게 증대된 이익 중 5%이상의 비율을 직무과학기술성과 및 이
전에 중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주식형식을 택
하는 기업은 직무과학기술성의 연구개발 및 이전실시에 중대한 공헌을 한

59) 合同法第三百二十六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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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금비율로 환산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지한 주식 또는 출자금비율
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다.

중국에 있어서 이러한 관련 입법의 태도를 보건대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최저보상 기준
을 법정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한 혼란을 제거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액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최
종적으로 보상액이 얼마인지만 밝히고 있을 뿐 그러한 보상액이 산출된 구
체적인 산정 과정에 대하여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예컨대 ‘장려금으로
20,000元, 보상금으로 96,000元을 지급하라’60)는 식의 판결이 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6절 소결
이상에서는 직무발명의 실시보상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금 산정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및 사례·판례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바, 이를 통하여 시사되는
바를 실시보상액 산정방안 마련에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쟁점 위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연방공무원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한 계약법적 접근이라는 특성상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 사전양도계약에 따르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굳어진 것으로
60) (2005)二中民初字第8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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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되며, 주로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특허권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하거나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위한 고
려요소 등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산업별 기술별 평균적 실시료율은 기계산업 분야의 실시료율이
가장 높은 편이며 화학과 전기·전자 분야가 그 다음으로 높은 편인데, 정보
기술, 통신,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하드웨어 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실시
료율은 2% 내지 7%이며, 5%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61) 다만 실시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반
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산업별 또는 기술별 평균적 실시료율을 파악하
여 적용하고 이를 기본으로 개별 사례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방법
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5% Rule’에 대하여 특허권과 이를 침해한 제품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당사자 간의 특정한 관계도 설명하지 못하며 사실로서의 신뢰성과
관련성을 부정하는 관점에서 합리적 실시료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판시한 최근의 판례 입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판결의
영향으로 향후 25% Rule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시료율을

산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거론되는

있는

‘게임이론(Game

Theory of Nash Bargaining Equation)에 의한 산정방식’과 ‘투자수익률
(Investment Rate of Return Method) 방법’ 등에 대한 접근이 향후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직무발명 보상에 있어서는 특허법 제35조 제5항에 ‘상당한 대가
의 액’을 산정하는 고려요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보상금을 산정하는
단계에서는 사용자등이 받을 이익의 액, 그 발명에 관련하여 사용자등이 행
하는 부담, 공헌 및 종업원등의 처우 기타 사정을 어떻게 계산하고 고려할

61) 양동홍, 김성철, 강근석, 앞의 글, 7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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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고민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별적이며 구체적 상
황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 간 자율적인 규율을 보다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대하여 보다 높은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므로 이점에 있어서 우리 판례 경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
겨진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①전체 시장의 규모와 동향, ② 선행기술의 내용
과 대체기술의 존부, ③ 사용자의 기술력·영업력, ④ 경쟁업자와의 시장 분
할 현황, ⑤ 해당 발명이 실시권 설정계약을 유인할 만한 시장성 등의 간접
사실에 의하여 초과매출액(=독점매출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기
실시에 따른 초과매출액(=독점매출액)의 산정을 위하여, ① 경합품의 존재,
② 라이선스허락의 유무, ③ 시장점유율, ④ 특허품의 판매상황 등의 요소
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고려요소 등은 무
상의 통상실시권의 가치를 제한 직무발명의 독점적·배타적 가치를 객관적으
로 계량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최근 판례에서 경합품의 시장점유율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독점매
출액으로 추정하는 방법 또는 특허품의 시장도입 전후에 있어 특허품과 경
합품의 시장점유율의 변동에서 독점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자
이익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은 인정할만한 수준의 객관적 지표를 산정의 기
초로 삼는 것이므로 상당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판례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실시료율
을 3% 내지 5% 위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시료율 인정이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추었는지는 불문하고 그 편차를 줄여서 하나의
원칙으로 적용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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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발명자보상률에 관한 일본 판례의 태도는 최근 방향을 정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발견된다. 과거 발명자보상률을 60%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
으나 최근에는 사용자공헌도 95%를 기준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직무발명의 완성 후의 사용자의 공헌도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의 경우가 판례상 사용자공
헌도를 90% 미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기본적인 사용자공헌도를 정
함이 없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인정의 정도가 매우 넓게
분포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적지 않은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과거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령(国家公務員の職務発明等に対する補償金支払要
領)」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하여 왔으나, 2002년 3월 당해 요령이 폐지됨에
따라 2002년 7월에 마련된 지적재산전략대강(知的財産戦略大綱)에 의하여
현재 각 부처별로 보상금 기준을 포함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
도 우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의 개정에 참고할 만 하다고 생각된다.

독일의 직무발명 보상에 있어서는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적 분야에서의 종업원발명에 대한 보상 지
침」(Richtlinien für die Vergütung von Arbeitnehmererfindungen im
privaten Dienst)이 직무발명 보상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업원은 물론 중재
위원회와 법원 또한 참고하여야 할 기준 또는 보조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주요한 참고가 되었다.

독일의 보상지침에서는 보상금 산정식을 제시하고 있을뿐더러 산업별 실
시료율을 규정(예시)하고 있으며, 특히 직무발명으로 인한 매출액이 높은
경우 사용자의 성과를 반영하는 구조를 취하여 매출액이 300만 DM을 초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간별로 실시료율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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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태도는 특별히 매출액이 높은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그 발명에 대
한 가치를 축소·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
을 것이다.

보상지침에서 제시된 산정식에서 A는 비례상수를 의미하며 우리의 경우
에 있어서 발명자보상률을 대체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a(종업원에
게 설정된 직무), b(직무에 대한 솔루션을 모색하여야 할 정도), c(회사 내
에서 종업원이 가지는 지위) 세 항목의 값을 합산하여 결정하도록 하면서
비교적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계량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서 상당히 유의미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직무발명 보상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의 태도를 보건대 직무발명
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최저보상 기준을 법정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산
정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 판례에서도 최종적으로 보상액이
얼마인지만 밝히고 있을 뿐 그러한 보상액이 산출된 구체적인 산정 과정에
대하여는 언급을 회피하는 등 실무상 혼란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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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산업별 직무발명 실시보상액 산정모형
제1절 논의의 방향
이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산업별 직무발명 실시보상액 산
정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러한 산정모형의 제시는 이 연구에 있어서 사
실상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산정모형의 제시에 있어서는, 기본 산정식을 정하고 난 후 독점권기여도,
실시료율, 발명자보상률, 발명자기여율 등의 개별적인 산정 요소에 관하여
이 연구를 통하여 분석되거나 검토된 결과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입장을 택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되는 산정모형은 학술적인 입장에서 가장 논리적이라
거나 또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로서가 아니라 직무발명 실
시보상액을 산정하는 하나의 방안이자 시도이며 이를 산업별로 적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산업별 실시료와의 연계
를 고려한 것이므로 다만 그러한 범위 내에서만 가이드라인의 프레임으로
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각의 산정 요소에 관하여는 부족하겠으나 앞의 제3장과 제4장에
서 각각의 쟁점에 관하여 나름의 입장을 정리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에 관한 재론을 삼가고 다만 모형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 내
에서 간략한 설명을 붙이는 것으로 한다.

제2절 기본 산정식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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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산정식

직무발명 실시보상액 산정을 위한 기본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이 기본
산정식은 새로이 설계된 것이 아니라 판례의 입장에 따른 것이며,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보상금 = 〔[직무발명으로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사용자이익액)] =
[사용자등이 승계취득한 특허권의 전체가치 – 사용자등이 가지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의 가치] = [직무발명으로 인한 매출액 x 독점권기여도 x 실시료
율]〕 x 〔[발명자인 종업원등의 공헌도(=발명자보상률)] = [1 – 사용자등의
공헌도]〕 x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발명자기여율, 공동발명인 경우)] = [1
– 다른 공동발명자의 기여도]〕

2. 적용례

(1) 자기실시만 하는 경우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 5,000,000,000원, 독점권기여도 25%,
실시료율 3%, 발명자보상률 10%, 발명자기여율 50%인 경우, 보상금액
은?>

[보상금액

1,875,000원]

=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

5,000,000,000원 x 독점권기여도 25% x 실시료율 3%] x [발명자보상률
10%] x [발명자기여율 50%]

(2) 실시허락만 하는 경우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회사가 얻은 실시료 수입액 500,000,000원,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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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률 15%, 발명자기여율 80%인 경우, 보상금액은?>

[보상금액 60,000,000원] = [실시료 수입액 500,000,000원] x [발명자보상
률 15%] x [발명자기여율 80%]

(3) 자기실시와 실시허락을 병행하는 경우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 5,000,000,000원, 독점권기여도
25%, 실시료율 3%, 발명자보상률 10%, 발명자기여율 50%인 경우, 보상금
액> +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회사가 얻은 실시료 수입액 500,000,000원,
발명자보상률 15%, 발명자기여율 80%인 경우, 보상금액>〕

〔보상금액 61,875,000원〕 = 〔[보상금액 1,875,000원] = [직무발명으로 인
하여 발생한 매출액 5,000,000,000원 x 독점권기여도 25% x 실시료율
3%]

x

[발명자보상률

10%]

x

[발명자기여율

50%]〕

+

〔[보상금액

60,000,000원] = [실시료 수입액 500,000,000원] x [발명자보상률 15%] x
[발명자기여율 80%]〕

제3절 독점매출액 또는 독점권기여도
1. 독점매출액 또는 독점권기여도를 산정하는 방식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이익액은 결국 그러한 통상실
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
으로써 얻을 이익’을 뜻하며 결국 이러한 이익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이
익 또는 초과이익으로서 통상실시권을 통하여 얻을 이익을 공제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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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독점권기여도는 독점이익 또는 초과이익의 발생에 해당 직무발명이 기여
한 정도를 말하며, 자기실시에 있어서 독점매출액(=초과매출액) 또는 독점
권기여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다. 실시허락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시료 수입액에 대한 독점권기여도는 1로 본다.

독점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독점권기여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하고 있는 것은 기본 산정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독점매출액 자체는
독점권기여도가 반영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적극적 산정 방식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을 가정하여, 제3자가 얻을 수 있는 추정매출액을
독점매출액으로 보고 관련 매출액에서의 비중을 계산, 독점권기여도를 산정
한다.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가정할 때 얻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 5,000,000,000원, 제3자에게 실시허
락하면 제3자가 얻을 수 있는 추정매출액 500,000,000원인 경우, 독점매출
액 및 독점권기여도는? 같은 경우에 실시료율 3%, 발명자보상률 10%, 발
명자기여율 100%(단독발명에 해당)인 경우, 보상금액은?>

[독점매출액 500,000,000원] = [제3자에게 실시허락하면 제3자가 얻을 수
있는 추정매출액 500,000,000원]

[독점권기여도 10%] = [제3자에게 실시허락하면 제3자가 얻을 수 있는 추
정매출액

500,000,000원

÷

직무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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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발생한

매출액

5,000,000,000원]

〔보상금액 1,500,000원〕 = 〔[독점매출액 500,000,000원 x 실시료율 3%] x
[발명자보상률 10%] x [발명자기여율 100%]〕 =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발
생한 매출액 5,000,000,000원 x 독점권기여도 10% x 실시료율 3%] x [발
명자보상률 10%] x [발명자기여율 100%]〕

(2) 소극적 산정 방식

제3자에 대한 실시금지를 가정하여, 만일 제3자에게 실시허락한 경우 예
상되는 매출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매출액을 독점매출액으로 보고 관련 매
출액에서의 비중을 계산, 독점권기여도를 산정한다. 제3자에게 실시허락하
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과 비교하여 그것을 상회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 5,000,000,000원, 제3자에게 실시허
락하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1,000,000,000원인 경우, 독점매출
액 및 독점권기여도는? 같은 경우에 실시료율 3%, 발명자보상률 10%, 발
명자기여율 100%(단독발명에 해당)인 경우, 보상금액은?>

[독점매출액 1,000,000,000원] = [제3자에게 실시허락하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1,000,000,000원]

[독점권기여도 20%] = [제3자에게 실시허락하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1,000,000,000원

÷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

5,000,000,000원]

〔보상금액 3,000,000원〕 = 〔[독점매출액 1,000,000,000원 x 실시료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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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발명자보상률 10%] x [발명자기여율 100%]〕 =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 5,000,000,000원 x 독점권기여도 20% x 실시료율 3%] x
[발명자보상률 10%] x [발명자기여율 100%]〕

(3) 간접사실에 의한 추정 방식

전체 시장의 규모와 동향, 선행기술의 내용과 대체기술의 존부, 사용자의
기술력·영업력, 경쟁사업자와의 시장 분할 현황, 실시권 설정 계약을 유인
할 만한 시장성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독점매출액을 추정하고 관련 매출
액에서의 비중을 계산, 독점권기여도를 산정한다.

간접사실에 대한 평가는 가능할 것이나 그 결과를 근거로 구체적 독점매
출액 또는 독점권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정형화 내지 유형화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4) 시장점유율과 그 변동에 따른 산정 방식

직무발명을 적용한 제품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독점매출액을 산출하고 관
련 매출액에서의 비중을 계산하여 독점권기여도를 산정한다. 특허품의 시장
진입 전후에 있어 특허품과 경합품의 시장점유율 변동을 따지는 방법으로
도 산정할 수 있다.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 5,000,000,000원, 직무발명 특허품의
시장 진입 전 경합품의 시장점유율은 50%, 특허품의 시장 진입 후 경합품
의 시장점유율은 20%인 경우, 독점매출액 및 독점권기여도는? 같은 경우에
실시료율 3%, 발명자보상률 10%, 발명자기여율 100%(단독발명에 해당)인
경우, 보상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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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매출액 1,500,000,000원] =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
5,000,000,000원

x 특허품의 시장진입 전후 변동된 시장점유율 30%]

[독점권기여도 30%] = [특허품의 시장진입 전후 변동된 시장점유율 30%]

〔보상금액 4,500,000원〕 = 〔[독점매출액 1,500,000,000원 x 실시료율 3%]
x [발명자보상률 10%] x [발명자기여율 100%]〕 =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 5,000,000,000원 x 독점권기여도 30% x 실시료율 3%] x
[발명자보상률 10%] x [발명자기여율 100%]〕

2. 독점매출액 또는 독점권기여도 산정방식의 적용 원칙

(1) 객관적 근거 우선의 원칙

시장점유율과 그 변동에 따른 산정 방식은 예컨대 간접사실에 의한 추정
방식에 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자료의 제
시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독점매출액 또는 독점권
기여도를 산정한다.

(2) 평균값 우선 적용의 원칙

예컨대 적극적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독점매출액 또는 독점권
기여도와 소극적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독점매출액 또는 독점권
기여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평균값을 구하여 독점매출
액 또는 독점권기여도를 산정한다.

제4절 실시료율과 산업별 적정값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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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료율의 산정 방식과 적용순서

직무발명보상규정상 실시료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러
한 실시료율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보상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상규정에 정해진 실시료율이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등은 직무발명 보상
액을 산정함에 실시료율을 정하여야 한다.

실시료율은 사용자이익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정요소로서 직무발명을 자
기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가상라이선스 방식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실시료액을 얻는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실시료율을 산정한다. 이때 직무발명과 동종, 유사 발명
의 실시료율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라이선스 방식은 독점매출액 또
는 독점권기여도 산정 방식 중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을 가정하는 적극적
산정 방식과 연관된다.

(2) 직접산정 방식

독점매출액에 이익률을 곱한 수치로 독점이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때 이익률을 실시료율로 보는 방식이다. 다만 판례는 앞서 언급한 독점권
기여도를 풀이하는 서술방식을 취하여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률’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실시료율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적용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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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율이라는 것이 특허권자와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 사이의 교섭
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직
무발명을 자기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히 산업별로 관행처럼 굳어진 실시료율
이 있거나 또는 공개된 평균값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러한 실시료율 또는 실
시료율의 평균값을 우선 적용한다. 이러한 실시료율의 적용은 기업체에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고 그 정당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상라이선스 방식을 통하여 실시료율을 산정하는 경우와 직접산정 방식
을 통하여 이익률을 실시료율로 보는 경우 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이익률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먼저 적용하고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가상라이선스 방식을 통하여 산정되는
실시료율을 적용한다.

2. 산업별 평균 실시료율의 추정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판례에 나타나는 평균 실시료율은 3.1%이며, 보다
구체적인 ‘업계의 실시료율’로 밝히고 있는 것은 농약업계 실시료율 3%, 제
약업계 실시료율 5% 등이 있다. 또한 건설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직
무발명에 대한 실시료율을 2%로 판결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산업별 관행으로 여겨지는 실시료율이나 공개된 실시료 평균값이
있는 경우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료율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실시료
율 산정에 관한 다툼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독일의 경우 보상지침에서 산업별 실시료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독일의 보상지침에서도 산업 영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전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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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구, 화학, 제약 등의 4개 영역에 대해서만 실시료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외의 영역에서 관행에 해당하는 실시료율이나 평균값을 구하기 어
려운 이유도 있을 것이며 또한 시장경제질서에서는 자율적 교섭에 의한 실
시료율 약정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직무발명 관련 분쟁에 대하여 중
재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독일에서 실제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되는
실시료율이 보상지침에 제시된 산업별 실시료율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
준이라는 점도 현실과의 괴리를 반증하는 것으로써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독일의 보상지침에서는 직무발명으로 인한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구간별로 실시료율을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액이 특히 고액인 사정을 실시료율 산정에 반영하기
로 한 약정이 없는 한 실시료율을 차감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발
명자보상률에서 사용자등의 공헌도를 높게 평가하는 요소로 반영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과 판단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을 추
정해 보았으며, 그 추정의 과정 및 추정의 결과로써 제시할 산업별 실시료
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 추정의 기초

다음의 표는 통계청 경제총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그리
고 특허청 지식재산 백서에 제시된 데이터를 조합한 것이며 이를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 추정의 기초로 삼았다.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 추정의 기초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 산업세세분류별 총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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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연구 – 국내 지식자본 및 특허의 경제적 가치 추
정 (2012), 144쪽 이하 ‘산업별 특허의 경제적 가치’
⦁ 특허청, 2011년도 지식재산 백서 (2012), 572쪽.
2010
산업분류별

산업분류별

(대)

(중)

농업, 임업
및 어업

영업이익

(백만원)

(백만원)

특허·실용

특허의 경제적

신안 설정

가치/비중

등록 수

(십억원/%)

소계

2,354

9,207,983

333,708

소계

326,813

1,464,336,545

165,031,039

식료품 제조업

53,099

66,303,956

9,567,991

음료 제조업

1,170

8,047,923

1,498,062

4,675

26.3/0.29

19,528

26,372,142

2,605,567

1,016

52.1/0.57

22,470

23,015,703

2,554,778

20.4/0.22

4,302

5,958,998

967,698

0.66/0.01

6,003

6,603,706

693,993

2.14/0.02

5,442

22,855,447

1,441,318

69.5/0.77

16,284

7,914,757

784,297

286

113,218,854

11,617,004

7,300

124,063,180

15,989,567

847

14,210,794

3,214,693

272/3

16,863

60,710,165

6,425,978

297/3.2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9,276

37,852,453

7,368,853

271/2.99

1차 금속 제조업

6,451

148,078,592

15,318,437

230/2.54

54,592

82,730,945

9,053,844

9,623

263,295,000

25,956,49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제조업

사업체 수

매출액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1,184

8.86/0.1

222/2.45

411

16.5/0.18

3.02/0.03

7,592

568/6.26

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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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11
24,032

1480/16.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7,845

18,242,154

2,512,882

16,481

70,066,678

7,652,404

12,381

567/6.25

32,795

107,261,402

11,400,845

11,024

1320/14.55

7,022

152,108,349

17,443,826

854/9.42

2,580

83,082,252

7,455,776

117/1.29

가구 제조업

10,293

12,359,000

1,372,807

71.3/0.79

기타제품제조업

16,248

6,883,729

1,085,499

16.1/0.18

소계

1,499

120,556,744

2,887,870

83/0.92

소계

5,402

14,474,084

886,708

소계

96,833

271,063,929

11,660,053

소계

876,654

819,828,179

57,369,522

117/1.29

소계

347,179

147,571,423

11,049,828

34.6/0.38

소계

26,375

115,566,239

10,664,394

433/4.77

소계

126,081

64,305,803

5,401,673

0/0

소계

70,601

117,677,853

7,093,053

643/7.09

소계

35,910

36,393,804

1,712,258

19.4/0.21

소계

165,964

84,001,584

4,607,271

11.4/0.13

소계

102,948

34,228,991

4,261,622

6.7/0.07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78/4.1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
물 처리, 원료
재생 및

79.5/0.88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5,312

402/4.4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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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 목표값 산출

앞의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 추정의 기초 자료에 근거하여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 목표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산출식과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 목표값>

W = 발명당 특허가치
M = 유사영업이익률
C = 상수 0.25
D = 발명당 유사이익액 = W x B x C
T = 실시료율 목표값 = D / W

산업분류별(대)

산업분류별(중)

W (원)

M (%)

T (%)

7,483,108

4

1

음료 제조업

5,625,668

19

5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51,279,528

10

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0,145,985

10

3

74,815,595

13

3

216,672,655

9

2

61,584,554

10

3

전기장비제조업

45,795,978

11

3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9,738,752

11

3

75,677,711

4

1

농업, 임업
및 어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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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적 지표를 통한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 목표값의 보완

최근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 하에서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에 관하
여도 공정가치 평가가 허용되고 있고 또한 특허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시료율이 거래 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통계 자료62)를 참고하여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 목표값의 보완을 시도
하였다.

<RoyaltySource 데이터베이스 거래사례 분석>
실시료율(판매금액 대비)
산업분야

해당건수
평균

중앙값

최고

최저

화학

4.7%

4.0%

25.0%

0.1%

81

인터넷

12.3%

9.0%

50.0%

0.3%

83

통신(미디어 제외)

4.8%

4.5%

15.5%

0.4%

83

소비재, 소매·레져

5.4%

5.0%

40.0%

0.1%

117

미디어·연예

9.0%

5.3%

50.0%

1.0%

26

식품가공

3.5%

2.9%

10.0%

0.3%

40

의료·건강제품

5.9%

5.0%

50.0%

0.1%

391

의약·생명공학

7.3%

5.5%

50.0%

0.0%

534

에너지·환경

5.1%

5.0%

20.0%

0.5%

119

기계/도구

5.1%

4.5%

25.0%

0.5%

91

자동차

4.6%

4.0%

20.0%

0.5%

65

전기·전자

4.2%

4.1%

15.0%

0.5%

130

반도체

4.3%

2.8%

30.0%

0.0%

79

컴퓨터·사무용기기

5.5%

4.0%

25.0%

0.2%

75

소프트웨어

11.5%

6.8%

77.0%

0.0%

174

전체

6.2%

4.8%

77.0%

0.0%

2,088

62) 이하의 <RoyaltySource 데이터베이스 거래사례 분석>, <PricewaterhouseCoopers 실시료율
통계>, <Les Nouvelles 산업별 실시료율 통계> 자료는 특허청, 「국유특허권의 합리적 실시료 산
정 및 위탁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2009), 68쪽 이하에서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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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waterhouseCoopers 실시료율 통계>

실시료율
산업

0%-

5%-

10%-

15%-

20%-

25%-

30%

< 5%

< 10%

< 15%

< 20%

< 25%

< 30%

이상

의복

60%

40%

4.00%

자동차/부품

83%

17%

1.92%

생명공학

50%

17%

25%

4%

통신

44%

11%

11%

11%

컴퓨터

50%

소프트웨어

18%

27%

18%

소비재

63%

25%

13%

4.34%

40%

40%

10.60%

저작권·상표

평균%

6.96%
22%

8.18%

25%

10.75%
9%

9%

18%

12.00%

유통

40%

60%

5.15%

약품

13%

88%

6.84%

전자

30%

50%

10%

10%

연예

18%

9%

14%

27%

식품

45%

45%

9%

접객/레저

29%

71%

산업재

40%

42%

13%

2%

의학/의학제품

32%

33%

19%

8%

서비스

50%

17%

33%

25%

25%

장난감·게임

6.60%
18%

15.50%
5.47%
4.43%

3%

2%

2%

6.43%

4%

8.33%
5.79%

25%

25%

13.13%

<Les Nouvelles 산업별 실시료율 통계>

분야

실시료율 범위
0-2%

항공

2-5%

5-10%

10-15%

40.0%

55.0%

5.0%

자동차

35.0%

45.0%

20.0%

화학

18.0%

57.4%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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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5-20%

20-25%

25%이상

0.1%

컴퓨터

42.5%

57.5%

전자

50.0%

45.0%

5.0%

에너지

50.0%

15.0%

10.0%

25.0%

식품/소비

12.5%

62.5%

25.0%

일반제조업

21.3%

51.5%

20.3%

2.6%

0.8%

0.8%

정부/대학

7.9%

38.9%

36.4%

16.2%

0.4%

0.6%

건강/치료장비

10.0%

10.0%

80.0%

의약품

1.3%

20.7%

67.0%

8.7%

1.3%

0.7%

0.3%

0.9%

0.9%

0.9%

통신
기타

2.6%

100.0%
11.2%

42.2%

28.7%

16.2%

(4)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

이상에서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 추정의 기초를 분석하여 적정 실시료율
목표값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국제적 지표를 통하여 검토·보완한 결과, 산
업별 적정 실시료율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공개된 공식의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직면하였던 추정의 한계는 비공개 자료와 국제적 지표를 활용하여 극복을
시도하였고 그러한 자료와 지표는 산업군으로 그룹핑을 하는 데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다. 또한 독일의 보상지침의 예와 같이 산업별 스펙트럼을 넓게
잡고 가능한 한 자율적 교섭에 의한 약정 실시료율을 존중할 여지를 확보
하려 하였다. 적정 실시료율을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는 구간과 그 간극은
산업별 발명의 가치와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비교하였다. 목표값의 평균
2.6%를 기준으로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 목표값이 1%인 경우에는 그 값을
하한으로 하여 조정하였고, 목표값이 평균을 넘는 경우에는 평균과의 차이
를 하한과 상한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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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적정 실시료율>
구분

적정 실시료율

독일 보상지침의 경우

농림수산업

1 - 4%

전기·전자산업

3 - 10%

5 - 50%(전자제외)

기계·기구산업

5 – 20%

10 - 33%

금속산업

3 – 6%

화학산업

2 – 5%

2 - 5%

의약·생명공학산업

3 – 10%

2 - 10%(제약산업)

의료·의학제품산업

3 – 10%

통신산업

7 – 15%

자동차·부품산업

2 – 7%

환경·에너지산업

5 – 10%

컴퓨터·부품산업

3 – 10%

토목·건설산업

2 – 5%

제6절 발명자보상률
1. 발명자보상률을 산정하는 고려요소와 산정방식

보상액 산정에는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
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공헌한 정도에 관하여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실
무에서는 발명자보상률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은
발명의 완성 후에 다투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 발명의 완성 후에 공헌
도한 정도 또한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발명자인 종업원등의 공헌도를 판단하는 요소로는 ① 종업원등의 직무내
용, ② 직무발명이 이루어진 경위, ③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의의, ④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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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등의 사업화 경위 등을 들 수 있고, 사용자등의 공헌도를 판단하는 요소
로는 ① 사용자등의 사업화 경위, ② 직무발명이 권리화에 이른 경위, ③
직무발명이 사업화에 이른 경위, ④ 직무발명의 완성 이후 발명자에 대한
처우 등을 들 수 있다.

발명자보상률은 사용자이익액의 발생에 발명자인 종업원등이 기여한 정
도에 따라 그 이익액의 얼마만큼을 보상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산정요소이
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발명자인 종업원등의 공헌도(=발명자보상률)] = [1 – 사용자등의 공헌도]

2. 발명자보상률 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발명자보상률의 경우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공헌도가 일률적으로 정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기업체마다 다양한 사정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그 산정
에 관한 일반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발명자보상률에 관한 일반적 기준이
제시·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인적·물적 투자, 연구비, 연구환경, 기자재·설비, 마케팅, 홍보 등과 관련
하여 동종 업계 유사 규모 업체와 비교하여 통상의 경우라면 사용자등
의 공헌도 판단 기준을 85%로 하되 통상의 경우보다 우위에 있거나
직무발명로 인한 매출액이 통상 예측되는 매출액을 상회한다면 그 정도
에 따라 사용자등의 공헌도는 기준보다 5%까지 높게 평가될 수 있다.
② 종업원등의 공헌도 판단 기준은 10%로 하되 직무발명의 가치와 수준,
사업화에 대한 참여·기여 정도, 직책 또는 직위, 국제 출원·등록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업원등의 공헌도는 기준보다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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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평가될 수 있다.
③ 앞의 ①과 ②에 따라 사용자등의 공헌도와 종업원등의 공헌도를 합산한
결과 100%를 초과하는 경우 공헌도 판단 기준 85%와 10%에서 각각
높게 평가된 부분을 상대적 비율로 반영한다.
④ 각 판단 기준을 하회하는 공헌도에 관한 입증이 있으면 그에 따라 공헌
도를 평가한다.

제7절 발명자기여율
1. 발명자기여율과 보상금 지급

직무발명이 공동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를 뜻하는
발명자기여율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완성에 있어서 각 공
동발명자의 양적·질적 관여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안분
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발명자기여율을
산정하고 각 공동발명자의 보상액을 그 기여율에 따라 인정하고 있다.

2. 발명자기여율 산정 방식과 연구노트 활용의 필요성

발명자기여율은 공동발명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양적·질적 관여의 정
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산정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만
그 기여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발명자기여율) = 1 – 다른 공동발명자의 기여도]

실제 발명자기여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발명에 참여한 종업원 또는
연구원들의 구성, 발명·연구 기간, 담당 업무, 직책 및 노력 정도, 발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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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도한 정도, 형식적 공동발명자 또는 일반관리자인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발명자기여율은 보상금을 청구하는 공동발명자 간의 문
제이기 때문에 그 실체적 진실에 관한 입증은 사용자등이 아니라 발명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은 발명의
완성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제되기 때문에 발명자기여율의
입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연구노트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
로 객관적 기록을 남겨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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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이상에서는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을 위한 산업군별 실시보상액 산정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정당한 직무발명 의의와 직무발명 실시보상에 관한 사
례·판례, 외국의 입법례 및 사례·판례에 관하여 조사·분석하고 그 각각의 쟁
점을 검토·정리한 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직무발명 실시보상액 산정모형을
제시해 보았다.

이 연구는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률을 제고
할 수 있는 정책적 시도의 하나로써 시작된 것이며 직무발명 보상을 둘러
싼 반목과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직무발명 실시보상액
산정을 위한 ‘일반적 산정기준’을 정리·제시하고 이를 각 산업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을 추정·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
였다. 연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과연 그러한 방향에서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지 그 많은 부족함에 걱정이 앞선다.

연구의 성격과 목적상 특별한 결론이나 앞에서 논의한 바를 다시 요약·정
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사실상의 결론에 해당하는 산업별 직무
발명 실시보상액 산정모형은 많은 한계를 가지는 것이지만 관련 가이드라
인의 프레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많
은 보완을 거쳐야 할 것이나 향후 소소하게나마 활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
로 기대하며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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