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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규제는 사회구성원의 행위양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로 합리적 규제를 통해 개인의 재
산권을 정확히 보장하고, 계약과 거래, 그리고 도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정하며 장려하는
국가에서는 사회구성원간의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가 활성화 되고, 그 토대가 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 그 결과 사회수준 역시 전반적으로 향상된다.
또한 특허는 새로 발명한 것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행위를 말
하며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확정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규제와 관련해서도 특허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하지 못하는 규제는 시급히 보완될 필
요가 있다. 특히 특허행정절차의 간소화는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의 개선대상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빈번하게 되는 분야로 그동안의 특허청의 행정규제간소화를 위한 노력은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선과 관련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주 간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특허의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의 창출과 창출되어 특허로
인정된 지적재산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
한 규제, 특허로 인정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서둘러 그
원인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의 획득 과정에서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규제에 대하여 특허청 소관
이외의 타 기관 규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수행의 목적은 지
식재산권 프로세스 상의 규제를 발굴하여 특허나 실용실안 등의 지식재산권의 획득을 용이
하게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
산권의 획득과정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의 발굴 및 진단은 특허청의
향후 업무수행을 위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특허청만의 노력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권의 온전한 보호와 활용, 그리고 창출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연구의 목적은 타부처(지자체)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 및 분석을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 중 타부처(지자체)와 관련된 것에 국한되며 특허청 소관의 규
제는 그 개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인터뷰,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를 발굴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의 개념,
특허청의 규제개선의 성과와 향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정리하였고, 인터뷰 및 기존 연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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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언론기사,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 중 개선대상
이 되는 규제사무를 발굴하였다. 발굴된 규제에 대한 개별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규제의 근거,
규제의 문제점과 특성, 개선방향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인 규제발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고찰하였다. 이
것은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과정에서 규제발굴의 범위를 정하여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규제를 탐색하기 위함이다.
둘째, 규제의 범위가 정해지면 영역별로 규제를 탐색하였다. 여기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창
출과 활용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 규제를 탐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셋째, 실제 규제발굴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규제의 가능성을 탐지하
고 규제의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넷째, 규제의 유형화 작업을 실시하엿다. 발굴한 규제를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추출하고 이를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작업
을 하는 것은 심층분석을 위한 대상으로 추출하여 효율적인 접근을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층분석 대상으로 유형화된 규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 프로세스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발굴 영
역을 지식재산권 창출영역과 지식재산권 활용 영역으로 구분하여 규제발굴을 시도하였다.
지식재산권의 획득 영역은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특허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타부처(지자체) 소관 규제발굴 및 개선을 위한 목적에 따라서 특허청을 제외한 타부처의 규
제를 중심으로 탐색하였기 때문에 규제발굴을 위한 영역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지식재
산권 창출 영역과 활용영역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규제를 발굴하려고 시도하였다.
첫째, 지식재산권 창출 프로세스에서 발굴한 규제는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환경
의 단기성과 치중, 특허의 출원 및 등록의 대리인인 변리사의 의무연수의 획일적 규정, 공모
전의 출품 작품에 대한 주최측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의무화, 생명의학분야 특허 취득을 위
한 임상실험의 부가가치세 부과, 기술지주회사의 인건비 규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관련 규
제 등을 발굴하였다.
둘째, 지식재산권 활용 프로세스에서 발굴한 규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특허권
귀속 주체, 특허업체의 수의계약 관련 규제, 국방부 R&D 산업재산권의 성과물에 대한 국가
귀속 , 건설신기술 신청 자격 관련 진입 규제, 국방 일반무기체계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 자
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지식재산권 활용의 제약,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보상 규정의 다양화,
제약 R&D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에 따른 현실적인 가격 책정 등의 규제 등을 발굴하였다.
발굴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의 유형화 및 분류를 통하여 발굴 규제에 대한 심층분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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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결정하였다. 유형화 및 분류의 기준은 1) 관련규제에 대한 개선 프로세스 진행 여부,
2) 규제의 현실적합성 및 시급성, 3) 관련규제의 관할 범위 등을 중심으로 심층분석 대상을
정하였다.
발굴된 규제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
다. 첫째, 규제 신설 및 강화 시에 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러한 규제 안 분석
은 규제설계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엿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를 제시하
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활성화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단순히
특허청과 관련된 전문가가 아닌 규제개혁의 관점과 아이디어를 공감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합리성 심사에 더해서 기존 규제에 대
한 상시적 개혁도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 특허청의 경우, 대부분이 행정절
차적인 측면의 규제개선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관련 규제 중 타부처
의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부처와의 협업을 통
해 이를 해결해 감으로써 우회적으로 규제개선 실적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요구해야 할 것이
다. 실제 규제비용총량제를 운영한 영국의 경우, 자신의 부처청의 규제개혁 실적이 아닌 타
부처의 것이라도 부처간의 협의나 조정에 의해 규제비용총량제 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발견할 수도 있다.
셋째, 규제소명 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특허청 소관 공무원이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된
안에 대한 규제개선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감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이
다. 이 때, 규제소명 결과(수용/불수용)과 함께, 규제소명 과정과 수준도 감사해야 한다. 이
를 위해 규제소명 감사를 위해서는 다른 규제대안의 검토, 현 규제대안의 사회적 비용과 편
익 분석, 규제일몰적용 가능성, 예외적 규제허용 가능성(일본 기업실증특례제도 차용), 규제
건의자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불수용 시 향후 개선가능성, 사후 규제건의자에 대한 감사기
관의 소명만족도 조사(규제건의 프로세스 종료시점 이후 실시)과 같은 부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의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특허청에서 향후 규제개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물적·인적 자원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우수한 분석인력과 규제전문가의 활용, 그리고
청 내부에서 이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청 차원에서 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규제개혁 마인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은 사회의 제도를 고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해당사
자 조차도 규제개선의 효과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많은 비가시적적인 것이지만 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특허청에서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특허를 창출, 승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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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이들 모두의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에 의해 오히려 특허창출이
어려워지고, 특허승인에 절차적 애로가 있으며, 특허의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끊임
없기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발굴하여 심층 분석 한 규제는 향후 특
허청에서 그 개선을 위해 우선순위에 놓고 시도를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다. 특히 특허의
활용과 관련된 다수의 규제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다른 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규제라 하더라도 특허청의 협업 시스템을 작동시켜 반드시 개선에 이루어야 할 것이
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특허행정의 성과가 단순히 양적으로 우수한 것이 아니라 기술무역
수지의 적자개선과 같은 질적으로도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명심할 것은 규제개혁은 어느 한 정부, 어느 한 시점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이다.
규제는 아무리 도입당시에 합리적이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상황이변화하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신설·강화규제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 기존규제의 꾸준한 발굴과 규제신문고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감사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 나아가 특허청 내에서도 규제관리 역량의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보강이 양적, 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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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other
regulatory agency outside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ith respect
to the base tube which acts as a limiting factor in the regul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quisition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erform a basis for the composition to facilitate the acquis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patents, utility model to identify regulat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process and actively use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PR-related regulations,
including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interviews, and case studies. The
concep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first,
summarized the need for improved regulation performance and future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Interviews and
original research reports, news articles, and stakeholder interviews were
excavated

regulatory

affairs professionals

are

the

target

of

improved

IPR-related regulations, including through. Basis of regulation by conducting
individual case studies on the regulation excavation, was an in-depth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improvement of regulation.
This study is divided into areas of intellectual property crea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of
creating and leveraging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 excavation was
attempted.
First, the term intellectual property and research focus on creating a
regulatory environment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reation
process is daunting, patents filed and registered agent of the uniform rules
of the attorney's duty training, the organizers of the knowledge of the work
of the Competition Entry Property of belonging mandate, the imposition of
VAT for the biomedical field trials patented, labor regulation technology
holding company, were unearthed, including mortgag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s.
Second, the regulation excavated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ut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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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resulting

patents

attributable mainly of private contract-related regulation of the patent
company, the Pentagon attributed the country for achievements in R & D of
Industrial

Property,

construction

restrictions,

military

general

regulations,

car

safety

accordance

with

the

technology

weapon

constraints
standards

system

of

and

eligibility-related
of

intellectual

intellectual
regulations

property
of

the

entry

property

utilized

civil

in

service

compensation diversification of local job invention, were unearthed, including
the regulation of such realistic pricing, according to commercialization for
the pharmaceutical R & D achievements.
Around

the

excavation

through

the

typology

and

classification

of

regulatory restrictions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depth excavation
regulations. Typed and whether the classification criteria are: 1) progress
on regulatory improvement process, 2) regulatory compliance and urgency
of reality, and 3) the jurisdiction of a relevant regulation was defined as an
in-depth analysis of the target center. Based on an in-depth analysis of the
excavated regulation,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First, new regulations and regulatory impact analysis conducted for this at
the time these regulations should strengthen and analysis should be done
from the proposed regulations initially designed. Also suggests the need to
appoint an expert to empathize with the perspectives and ideas of the
activation of self-regulatory reform Regulatory Reform Committee for the
substantiality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Second, constantly stressed the need for reforms to existing regulations.
Other regulatory agencies to improve performance by indirect sense to
solve this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would be required. For operating the actual regulatory costs chongryangje
England, may be found in regulatory costs if you accept chongryangje
performance by the Agency in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among their
agencies performing regulatory reform will neither departments of other
ministries.
Third, the introduction of this regulation thanks vocation requires. System
competent patent office officials will require that the audit is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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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ing to regulate how much improvement in the regulatory reform
Sinmungo suggested. At this time, together with the regulatory vocation
result (acceptance / non-acceptance), the calling process and the level of
regulation should be thankful.
Fourth, the patent office, as well as from quantitative expansion to
qualitative improvement can also take

advantage of excellent

analyze

manpower and regulatory experts in physical and human resources to do
this in order to activate the next regulatory reform, and the need to
establish a system to train them in the interior Agency there. Of course,
education will have to be made for a period of regulatory reform minded
staff at Agency level.
Finally, keep in mind what any one government regulatory reform, is that
not the event of any one point in time. When the regulation was reasonable
at the time of introduction, however, even if the situation is changing over
time, often becoming uncomfortable. Thus, the Patent Office may also need
to have a steady interest for regulatory reform. This requires the ability to
culture the feasibility for the introduction of new, enhanced control as
proposed in this study. It also requires the maintenance of audit system for
activation and it continued excavation of the existing regulations and
regulatory Sinmungo. Personnel for further strengthening of the regulatory
management capacity within the Patent Office, reinforcing the quantity of
material resources, will need to be made qualit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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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규제는 사회구성원의 행위양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합리적인 규제를 가진 국가
가 성장과 번영을 영위한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가 발전의 지체와 후진성의 굴레를 벗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불합리한 규제로 사회구성원의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행위를 저해
하는 국가에서는 발전과 성장을 위한 조그마한 움직임도 나타나기 어렵다. 반면 합리적 규
제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을 정확히 보장하고, 계약과 거래, 그리고 도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정하며 장려하는 국가에서는 사회구성원간의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가 활성화 되고, 그 토
대가 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 그 결과 사회수준 역시 전
반적으로 향상된다.
특허는 새로 발명한 것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행위를 말한
다. 이렇게 특허로 보장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지식재산권은 발명이나 고안, 창
작 따위의 지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창조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개념이기 때문
이다. 이렇게 볼 때, 특허행정은 개인의 재산권을 확정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재산권의 보장은 개인의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이며, 국가 역시 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은 이론을 넘어 상식이 된지 오래다.
규제와 관련해서도 특허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고, 보
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하지 못하는 규제는 시급히 보완될 필요
가 있다. 흔히 규제개혁을 언급하면서 모든 규제를 개혁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규제는 정부의 정책수단 중 하나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실제 많은
정부의 활동에서 규제는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재산권의 확정을 모호하게 하거나 재
산권 주체간의 권리의 확정과 사용의 범위가 중첩되는 등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규제가 있다
면 일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특허행정절차의 간소화는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의 개선대상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빈번하게 되는 분야이다. 특허를 출원할 민간의 당사자들이 정부에 권리의 유무를 확인받는
데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오랜 시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그만큼 특허권의 확정이 모호한
상황이 초래되어 재산권과 이를 활용한 생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
만큼 관련 산업이나 경제적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허청의 고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제개선의 책임 역시 특허청에 전적으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
허행정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2년의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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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처리기간이 14.8개월로 미국의 21.9개월, 일본의 20.1개월보다도 앞서 있다. 디자인에 있
어서도 8.8개월로 일본의 6.6개월보다는 못하지만, 미국의 9.5개월보다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특허행정절차의 성과를 볼 때,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특허행정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동안의 특허청의 행정규제간소화를 위한 노력은 매우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선과 관련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주 간과되
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특허의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의 창출과 창출되어 특허로 인
정된 지적재산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부분은 특허청의 고유한 규제관리 영역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가가 특허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대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된 것
으로 특허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그 결과로서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매
우 면밀하게 고민해야 하는 영역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
리한 규제, 특허로 인정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서둘러
그 원인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에 대해서는 특허행정절차와 관련된 규제에 비해 여전히 개
선의 여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
치 못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성격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의 대부분은 특허청의 소관이 아닌,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및 지자체와 같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부처의 소관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 3.0」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행정은 더 이상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온전히 문제해결이 되는 시대가 지나고 있
다. 부처 간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도 전형적으로 이런 성격에
속하는 것이다. 특허청만의 노력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의 온전한 보호와 활용, 그리
고 창출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 중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심층 분
석해보는 것은 향후 국가 전반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업
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특허행정을 주관하는 특허청에서 이들 규제를 발굴하여
정리하고 그 개선을 위해 관련부처에 협조를 구하는 등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특허와 규제의 개념과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개선대상 규제의 발굴과 심층 분석, 그리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의 규제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규제관리
와 관련된 특허청의 전략적 측면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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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이 연구는 타부처(지자체)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 및 분석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 중 타부처(지자체)와 관련된 것에 국한되며
특허청 소관의 규제는 그 개선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규제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국가이다. 즉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면 모든
정부의 규제는 등록해서 관리된다. 2014년 9월 현재, 이렇게 등록된 규제는 15,124건에 이른
다. 이중 특허청 소관규제는 96건이다. 이렇게 볼 때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의 경우, 특허청
이외 부처의 규제에서 압도적으로 많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와 같이 규제발굴과 분석을 위한 과업을 위해서는 이렇게 등록된 규제에서
부터 그 불합리함을 따져보는 것 보다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의 여러 연구기관과 언론, 그리
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규제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등록규제에서 누락된 미등록규제도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규제만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할뿐더러 등록된 규제의 대부분은 개선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정부가 관리
를 위해 등록해 놓은 것일 뿐 경제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이기에 개선
대상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규제발굴과 관련해 등록규제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방식이 아닌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와 관련 기존의 다양한 문제제기를 최대한 규명하고 그 합리성을 따져
보는 방식의 연구전략을 채택하기로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특허청 소관
이 아닌 타부처(지자체) 소관규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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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와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발굴된 규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서는 개별 규제에 대한 사례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의 개념, 특허청의 규제개선의 성과와 향후
규제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인터뷰 및 기존 연구보고서, 언론기사,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 중 개선대상이 되는 규제사무를 발굴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해당
규제가 왜 개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합리적인 규
제의 판단기준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기준 및 OECD 및 규제관
리 선진국에서 제시하는 규제의 체크리스트를 고려할 것이다.
또한 발굴된 규제에 대한 개별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규제의 근거, 규제의 문제점
과 특성, 개선방향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발굴된 규제의 특성
에 따라 개별 규제, 혹은 관련된 몇 개의 규제사무를 묶어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규제개선
을 위한 정책 자료로서 보다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해 규제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자문회의를 통해 발굴된 규제의 타
당성 및 분석내용의 심층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 의견조율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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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식재산권과 규제개혁
1.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의의
1) 지식재산권의 개념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으로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활동의 결과로 도출된 무형적인 지적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즉 독점적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포함되는 산업재산권과
창작서적 번역물,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되는 저작권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산업재산
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가 되지만1)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가 된
다는 점이 다르며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반면, 저작권은 사
후 30-50년까지도 보호가 되기도 한다.
이런 지식재산권 중 특히 특허권은 어떤 지적 활동의 결과 도출된 창작물이 신규성과 그
창작물로 인해 창출가능 한 진보성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이를 보호하는 것인 반면, 실용신
안권은 진보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신규성을 가지는 것이며, 저작권은 정신적인 감정이나 사
상의 표현에 관한 권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범위가 넓다. 이들 지식재산권의 분류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2)
즉 지식재산권은 보통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i)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ii)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
로 나눈다. 이 밖에도 (iii)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지식 재
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경제, 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
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권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한다. 이 중 산업재산권
은 지식재산권 중 널리 산업에 이용되는 무형의 재화인 인간의 지적 창조물과 산업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식별표지를, 전통적인 유형적인 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무형적인 재
산권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산업재산권의 보호범위는 유동적이고 확대일로에 있는
1) 구체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등록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인정받는데 그 절차는 대동소
이하다. 즉 해당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특허청에 등록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등록, 권리 인정을 받을 수 있
으며 이후에 권리관계자가 해당 내용이 특허권 인정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고려될 경우 특허의 무효주장도
가능하다.
2) 출처(http://ko.wikipedia.org/wiki/%EC%A7%80%EC%A0%81%EC%9E%AC%EC%82%B0%EA%B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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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출처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등을 포괄한다(파리 조약 제1조 제2항 참조). 이
에 우리나라의 발명진흥법은 "산업재산권"을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
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
조 제4항). 이 중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이므로,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성을 디자인
의 성립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상표법은 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다.

2) 지식재산권의 특성
한편, 지식재산권은 그 작용 국면에 따라 창출·보호·활용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
펴볼 수 있다(한국지식재산연수원, 2012).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을
증가시키는 창출의 측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보호의 측면, 제품이나 공정에 특허기술을
적용하거나 특허권을 통해 기술을 거래하는 활용의 측면이 그것이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가관여의 전 과정에서 이들 세 가지 측면은 서로 맞물려 하나의 사이클을 구성하므로 이
들 중 한 분야의 비효율은 전체 사이클의 효율을 좌우하게 된다(정차호, 2011). 따라서 국가
의 지식재산권의 관리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은 주로 보호와 창출의 측면에 치우친 결과 활용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한국지식재산연수원, 2012). 그러나 특허보호를 강
화함으로써 특허창출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이렇게 창출된 특허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사업상의 방어적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면 실질적인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에 특허가 기여
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3) 이렇게 볼 때 전통적인 접근에서 바라본 특허의 개념, 즉 단
순히 더 많은 특허가 출원되고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술혁신이 촉진될 것이라 결론짓
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특허를 통한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에의 기여는 특허의
활용과 그것이 상업적으로 성공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며 그 과정에서 특허로 등록된 기술
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채택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즉 기술의 혁신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는 실제로 특허기술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3) 물론 최근 들어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라이선스 협상 및 소송을 통해
특허권만을 행사라는 NPEs(Non-Practicing Entities)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과
거 보호무역의 주된 수단이었던 반덤핑 제소가 줄어드는 반면, 특허침해를 이유로 한 수출입금지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특허가 무역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활용과 관련된 측면은 특허가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에서 매우 여전히 중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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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발전과 지식재산권
최근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로의 경제시스템 전환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의 투입의 확대와
같은 양적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했지만 창조경제 아래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
술혁신, 지식재산 등과 같은 질적 요소를 통한 성장이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
실 돌이켜 보면 지적재산을 토대로 한 경제성장은 새로운 요소가 아니다. 경제사회의 발전
은 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상품이 출현하면서 질적인 도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출처: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2013.6.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 최근 당면한 문제의 해
결과 함께 경제성장의 동력이 정체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로의 경제운용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이를 국정운영의 중요
한 아젠다로 삼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어떻게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일까?
흔히 특허제도와 기술혁신과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은 특허, 즉 지식재산권을 강력하
게 보호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기술혁신이 촉
진된다고 한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9). 즉 지식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새
로운 지식을 창출하려는 인센티브를 갖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경제 전체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출현이 발생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떤 기술에 대해 특허를 중
심으로 한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그 사용을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 전체
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그것이 사회경제 전체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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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권에서 규제의 의미
1) 규제의 개념, 특징, 의미
규제는 대표적인 공식적 제도로 사회의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이다. 따라서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에 기반 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행위의 패턴이 달라
진다.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는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비효율과 부패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큰 반면, 사람들의 행위유인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규제는 경제사회질서를 건전하
게 만든 결과, 사회전반의 성과를 제고시킨다.
규제의 이런 중요한 특성은 정부의 규제관리의 근거가 된다. 즉 제도경쟁을 통해 정부능
력의 향상과 사회적 성과의 제고를 위해 힘쓰는 국가들에 있어 규제관리는 이런 제도경쟁에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런 규제관리의 중요성은
1990년대 이후 OECD(1998; 2000; 2003; 2007)를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규제관리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그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래, 1980년대 행정부 내 규제기관이 설계한 규제에 대해 의무적인 규제
영향분석을 제도화 한 이래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박수헌,
2009). 이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최근의 행정부담의 측정과 감축을 위한 노력에서
규제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다(OECD, 2005).
정부가 규제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규제가 초래할 수 있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 때
문이다. 흔히 바람직한 경제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규제는 공공선(公共善)의 달성이라는 원래 의도와는 달리 무수히 많은 예
기치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김영평 외, 2006; Sunstein, 1997;
Vogel, 1996; Bardach et. al, 1992; Howard, 1994). 우리나라의 경우 불합리한 규제가 초래
하는 사회적 비용이 GDP의 9.2%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기도 했다(삼성경제연구소, 2008).

2) 지식재산권에서 규제의 의미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법으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법」,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지
식재산권의 창출 등과 관련된 것은 다수 존재한다. 규제는 정부가 법률이나 하위명령에 근
거하여 민간의 행위나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 역시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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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규들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에서 규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사회과학분야 다수의 학자
들에 의해 지지되는 것은 한 사회가 경제적, 사회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회 안
에서 행동하는 민간의 의사결정자들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리고 이런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바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절감과 재산권(property right)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김
일중, 1995: 35). 거래비용이란 협상, 정보, 측정, 감독, 정치행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
하며, 경제주체가 변화하는 경제조건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
산권의 확립은 이런 거래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일컬어진다(Coase, 1960).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 사회 내의 유·무형의 자원이 민간 상호간
의 자율적인 거래와 계약에 의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규제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그 사회의 무형의 자산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창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된다. 일반적으로 재산권 확립이 명확하지 못한 사회가 경제발전을 이
루는데 성공한 예가 없듯이 지식재산권 역시 정부차원의 관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며,
규제는 이런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확립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정부수단 중의 하나이다.4)
그런데, 지식재산권에서 규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은 규제가 지식재산권 확립
의 수단으로도 기능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규제로 인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민간의 창의적
이고 자율적인 부의 증식활동을 억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흔히 재산권은 특정한
경제적인 재화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다른 사람이 해당 재화를 사용하려
할 때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권리와 해당 재화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을 배타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권리, 마지막으로 재화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이 포함되어 있다(Cheung,
1974). 따라서 규제가 지식재산권에 있어서도 이들 사용, 수익, 처분권에 대해 불합리한 제
약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자체로 개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규제로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식재산권 활용을 불편하게 하거나 다수의
복잡한 절차적 요소를 부과한 결과 활용에 있어서 애로를 야기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제도의
운용을 통해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을 유도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관련
규제제도의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다.

4)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재산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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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3. 지식재산권과 규제개혁
지식재산권과 규제개혁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한 사회의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과 같은 생산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
런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통한 잠재성장률의 제고와 경제의 성장은 일정한 수준에 이르는
정체기를 맞게 된다.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에 의해 생산요소의 단순한 양적투입의 확대만으
로는 수익창출의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술과 혁신과 같은 질적 요소의 변
화, 즉 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의 변화가 경제성장
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은 바로 이런 기술과 혁신의 추동력이 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
다. 지식재산, 즉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방식의 아이디어나 창작, 고안과 같
은 것이야말로 전통적인 생산방식의 변혁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사회의 혁신을 이끌
어내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의 개혁
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제고, 나아가 경제전체의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시급
하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은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이라
는 전 사이클을 관점에서 조망하면 보다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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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식재산권 중 특허를 통해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인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개발자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발이익의 향유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한 독점배타권의
부여는 기술혁신의 동기가 된다. 실제 특허권을 잘 보장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특허출원 건
수가 많은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5) 특허출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산업
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 중 특
허인정 된 지식재산권의 독점적 사용을 저해하는 요소, 혹은 정부와 같은 제3자의 특허권
행사에의 불합리한 관여 등은 이런 관점에서 개혁이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식재산권으로 특허로 그 권리가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특
허의 보호는 역시 새로운 기술, 특허, 지식재산권을 출현시키는 인센티브 기제로 작동되며,
자신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자유롭게 처분,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
다. 아무리 그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는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거래의 대상으로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지식재산권 운용의 취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지식재산권 관
련 규제를 검토하면서 이처럼 특허권의 보호에 불비함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특허로 인정된 지식재산권은 그것이 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활용되
어야 제도운용으로 기대한 성과와 수익의 확충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의 특허관리의 개선으로 특허출원의 양적확대가 이루어지는 등 외형
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지만 기술무역수지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등 질적으로는
개선점이 많은 상황이다.

출처 : 특허청(2013). 지식재산백서.
5) 실제로 미국은 1970년대 말부터 특허권의 강화정책을 실시하여, 그 이후로 내국인에 의한 연간 특허출원이
1980년대에 연간 약 60,000건에서 1990년대에 150,000건으로 증가하였고, 등록된 특허건수도 1985년에서 1990
년 기간에 2배가량 증가하였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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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청(2013). 지식재산백서.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도 GDP 및 R&D 투자대비 내국인의 특허출원건수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양적인 특허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출된 지식재산권
의 활용도를 보여주는 기술무역수지는 적자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무역수지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다(특허청, 2014). 사정이 이렇게 된 이유는 출
원된 특허 자체가 시장에서 높은 품질과 가치를 가지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
으로 산업에서 활용되어 수익을 창출한 면에서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및 혁신지원 정도는 37위에 머무르는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KISTEP 통계브리프, 2012).
특허로 인정된 지식재산권의 활용이 중요한 이유는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 중 전
통적으로 중요시 되어 온 지식재산권 보호만으로는 해당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 개인
에게는 큰 혜택과 편익을 가져다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보장이 일정수준이상이 되면 오히려
사회전체적으로는 혁신과 생산성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
재산연구원(2012)에서는 Ganpopadhyay와 Mondal(2012)의 아래 그래프로 요약되는 연구결
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즉 특허의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지나친 독점을 야기하여 지식의 축적을 오히려 방해함에 따라 향후의 새로운 발견과 지식창
출을 오히려 더 저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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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시급한 발굴과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이런 유형의 규제개선은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제2절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관리 현황
1.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의 성과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결과 정부 어느 기관보다도
규제개혁에 있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허청의 업무특성 상 출원과 심사, 보호로
이어지는 절차적 측면의 규제가 많은 데도 그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은 매우 돋
보이는 점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미국 24.7개월, 일본의 20.1개월에
비해 14.8개월로 가장 짧으며 세계에서 가장 절차가 빠른 국가이다(특허청, 2013). 상표권의
경우에도 8.8개월로 일본의 6.6개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의 9.5개월과 비교하면 빠른
상황이다. 다만 디자인의 경우, 8.9개월로 미국의 3.1개월, 일본의 4.8개월에 비해 다소 늦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특허행정에 있어서 IP5(Intellectual Property 5), 즉 지
식재산분야의 G5 멤버일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와같은 특허행정의 경
쟁력은 그동안 특허청의 끊임없는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에 기인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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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 1일부터 특허청은 세계 최초로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출원인의 특허전략에 따라 우선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 중 특허심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출원인은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히 특허권을 획득해 독점적 지위를 선점할
수도 있고 늦은심사를 통해 충분한 사업화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 외 그동안의 특허
청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2013년 지식재산백서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간단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 출원 시 출원인들이 오류 없이 쉽게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 작성기 사용방법, 서식작성 사례 등 출원소프트웨어 서식작성기 도움말 서비스
를 제공하였다. 또한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을 신청할 때 수수료면제대상 요건을 안내하고
증명서류 견본을 제공하는 등 특허로의 수수료 면제 및 감면사이트도 개편하였다. 또한 국
제출원 분야에서는 국제출원료 수납통화를 스위스 프랑으로 변경하였으며 PCT 출원서 서
식 및 통지서를 개선하였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하자통지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하자감소를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였다. 등록분야에서는 특허(등록)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실시간으로 등록증을 발급받는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등록신
청서의 흠결이 반려항목에 해당하면 보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반려하였던 것을 신청
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을 개정하여 중대한 흠결이 아닌 경우 방식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권리자의 부주의로 연차등록료를 미납하여 권
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정상·추가·회복납부기간에 걸쳐
세 번 발송하고 있는데 이중 권리자의 연차료 불만해소를 위해연차등록료 추가납부안내를
일반우편발송에서 등기우편발송으로 안내를 강화하였다.
그 외 2013년에는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14개의 국가와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실하고
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우리나라에서 특허등록을 받은 후 동일한 특허를 외국에서 출원
하는 경우, 다른 정규 출원에 비해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보다 빠르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기업에서 입장에서는 권
리인정이 빠르게 됨으로써 유리한 점이 있는 제도이다.
한편 상표권의 경우, 2013년도에 상표심사처리기간은 7.7개월, 디자인처리기간은 7.3개월을
달성하여 심사처리기간을 2012년 대비 1개월 넘게 단축하였다. 그 외 상표심사와 관련해서
많은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 먼저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첫째, 상품의 특성을 암시하더라도 직
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적극 등록시켜주도록 하였다. 다만, 상품의 특성을
암시하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타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
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둘째, 영문 알파벳 2자로 만들어진 상표라도 일반수요자한테 누구
의 상표인지 잘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NH” 같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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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동안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
득하기 전에는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일반수요자가『농협』의 브랜드라는 것을 잘 알고 있
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인 『농협』에서 출원한 경우 등록을 허용해 주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정당한 상표 사용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기의 상표를 보다 쉽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미등록으로 인한 상표권 분
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셋째,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을 낮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보다 쉽게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거나 간단하고 흔한 용어나 도형을 특정인이 일정기간 계속 사용하여 인지도
가 쌓인 경우 권리를 부여해 주는 제도인데, 그동안은 사용된 상표가 현저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어느 정도 널리 알려진 경우
에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적 범위도 전국에 알려져 있는 경우뿐만 아니
라 상품의 특성에 따라 일정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작은 실수나 하자로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표와 상품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실수로 상표를 잘못 기재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상품명칭도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면 출원인의 수정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주도록 하였다. 따라서 상표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
족한 사람도 사소한 하자로 인해 권리획득이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원인 관점
에서 심사절차를 개선하였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박근혜정부 들어 규제개혁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여기에
발맞추어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특허청 2014년의 업무현황을 참
고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등의 특허
실용신안·디자인의 연차 등록료를 감면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의 4~6년
차에 대해 연차등록료 30% 감면, 그리고 청년·원로발명가의 지식재산활동 지원을 위해 출
원료, 심사청구료 및 설정등록료 감면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였다.
둘째,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특허
료 미납으로 소멸된 권리회복 신청시 특허료 납부 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규정을 폐지하
였다. 또한 신규 상표조사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기관 설립 인적기준을 폐지
하기도 했다.
셋째, 비정상 관행 제도의 정상화 지속 추진을 시도하였다. 그 일환으로 심판 청구 후 1개
월 이내에 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
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표심판 청구 시 심판청구료의 합리적인 산정 근거규정을 신설
하여, 기존에 상표등록 시 지정된 모든 종류로 정해졌던 것에서 심판대상 상품이 속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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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선하였다.
이런 특허청의 그동안의 노력은 기술경쟁력을 갖춘 강한 특허의 안정적인 권리를 지원함
으로써 불필요하게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소모적인 분쟁과 이로 인한 사회적, 기업의 부담
을 줄이고,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2.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의 과제
특허청의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
다. 사실 어떤 규제든 아무리 합리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
화함에 따라 불편해 질 수밖에 없기에 지속적으로 주기적인 합리성의 판단이 필요하다. 즉
어떤 부처의 규제이든 개혁은 늘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특허청과 같이 절
차적 측면의 개선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규제자체의 이해상충성 및 상황부적합성과 같은 문
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절차적
요소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
라도 특허청의 규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첫째는 지금까지 특허청의 업무는 주로 특허출원과 특허심사와 같은 특허관련 절차적 측
면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특허는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개발, 개발된
지식재산권의 출원과 특허인정, 특허인정 된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이를 통한 수익의 창출의
전 과정을 보고 접근해야 한다. 물론 최근 특허청에서도 이런 특허를 둔 거시적 사이클을
감안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특허청의 규제관리의 세계
적 수준의 성과는 특허의 출원과 특허인정 분야에 국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특허출원과 특허인정의 전방과 후방단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분야 중에서
특허청의 소관 분야가 있고 그에 대한 규제개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수행해
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2)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즉 아래 두
그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설문조사 결과 특허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적 요인으로, 국가
연구개발 결과물의 복잡한 해외수출절차, 제한된 강제실시권제도, 실시권자 보호규정의 미비,
불명확한 연구개발 결과물 관리규정, 경직된 특허권 공유제도 등이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규
제개선과 관련된 사항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이들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통해서 지식재산
권의 활용에 있어서 보다 나은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특허활용 시 저해요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연구결과물인 특허
권의 불명확한 귀속의 문제, 각 부처별 상이한 관리규정의 문제, 해외 이전시 복잡한 절차
및 불명확한 규정 등의 문제 역시 규제개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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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2).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특허활용현
황분석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p. 16.

출처: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2).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특허활용현
황분석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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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청의 규제개혁 과제를 이렇게 지식재산권의 생산,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출원
및 인정, 특허의 활용으로 크게 보면, 본 연구에서와 같은 타부처(지자체)의 특허관련 규제
의 개선과제의 발굴이 중요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특허청이 주관하는 지식재산권의 관리
를 통해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완성하기 위해
서는 타부처의 특허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 3.0의 아이디어가 접목되면서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
을 강조하면서 규제개혁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인 내용은 아래 타부처 불합리한 규제의 존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제3절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 필요성
1. 타부처(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존속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지식재산권 관련한 규제는 특허청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지식
재산권관 관련된 규제체계를 전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만 특허권의 운영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증가 및 나아가서는 국가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규제는 특허청 소관 이외에도 개선의 수요가
상당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6) 예를 들어,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
을 통해서 도출되는데 연구개발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나 중소기업청 등의 소관규제로 존재하고 있다. 연구개발 지
원을 해 주면서 연구개발을 오히려 저해하는 규제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나 대학
등에서 연구자 및 교수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건수 위주의 실적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 실적
용의 특허출원은 많은 반면, 실제 활용되는 특허의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의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확대 정책의 결과, 특허의 양적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
고 있으나, 질적인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있고 원천기술과 핵심특허의 부족으로
지식재산 무역수지의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6)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체제의 정비가 시작된 것은 1908년 8월 12일 칙령 제196호로 공포된 대한민국 특허령부
터이다. 이후 일제 시대와 군사혁명시대를 거쳐 특허법은 현재의 골격을 갖추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체제는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특허제도로 거듭난다. 그러나 이때 가
지의 특허는 의약품과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등 신기술을 특허법 테두리에서 보호하는 등 주로 특허청 중심
의 정책이었다. 즉 지식재산권의 생성과 활용에 이르는 과정을 고찰한 지식재산권 전체의 생성 활용주기를 감
안한 접근이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정성창, 2005: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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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2013). 2013년 지식재산 백서,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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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부의 연구개발에서 창출된 국내 출원은 2008년 14,134건에서 2012년 22,933건으로 연
평균 12.9%가 증가해 해외기관보다도 높은 수준이지만 창의성인 높은 특허는 1.4%, 적용분
야가 다양한 특허 및 연구협력에 의해 융합성이 높은 특허는 0.6%에 불과하다. 이런 우리나
라의 특허의 질적 현황은 외국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즉 아래에서도 보듯이
2008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 정부의 연구개발을 통해 등록된 국내 특허의 질적인 분석결
과 특허의 피인용도 및 패밀리국가 지수는 민간의 연구개발 보다 낮으며, 우수특허의 비율
은 외국인의 약 1/8로 나타나고 있다.

출처: 특허청(2013). 2013년도 지식재산백서, p149.

2. 규제개혁제도 개선수요의 존재
특허청은 규제제도개선의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전 정부차원에서 새롭게 도입
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개혁관련 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를들어, 2014년 전 부처에 대한 전면실시를 앞두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에 의하면 모든 부
처는 규제의 신설에 대해 기존규제의 개선을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비용분석뿐만 아니라 개선할 규제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도 각 부처는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심사를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했으나 그동안 이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적용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규제비용총량제에서는 사실상의 규제비용분석을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도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분석능력을 내부적으로 갖
추거나 나아가 외부 전문성의 활용을 위한 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 외 규제비용총량제로 인한 신설·강화규제의 도입과 기존규제의 개선이 연계되면서 특
허청으로서도 평소 기존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평소 규
제개혁성과를 축적해 두고, 규제신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런 경우, 특허청 내에 규제발굴을 위한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허 및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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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공식적인 체계와 규제신문고와 같은
규제민원의 적극적 수용도 필요하다. 이는 지금까지 신설·강화규제에 대해서만 자체규제개
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논의해 온 것에 비하면,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역
할을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특허청 내에 기존규제 개혁을 위한 별도의 체계가 필요함을 의
미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특허청 내 직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을 만들어 주기 위한 보상
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 규제개혁에 따른 보상과, 규제신문고에 대한 대응 등을 평가, 감사
함으로써 이를 개개인의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물론 이런 특허청이 규제개혁제도와 관련된 현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특허청에 향
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개혁체계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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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규제발굴 방법론의 제시
1. 규제발굴 대상과 범위의 확정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모집단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많은 모집단을 포함시키기 위해 다음 <표
1>과 같은 분석대상 규제의 모집단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 규제등록제 실시 이후 정부
의 중요한 규제를 등록하고 있다. 이런 등록규제는 물론 정부의 규제개혁방향, 등록방식의
변화, 미등록규제의 정비에 따라 증감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관리의 기본적인 모집단이라
는 점에서 중소기업 규제선별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행정연구원과 정부정책보고서 등 주요
연구기관의 주요연구 발굴자료에 대한 재분석이다. 이들 유관기관들은 주기적으로 중소기업
으로부터 규제애로사항을 보고받거나 직접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에 개선을 요청한다. 그런데
이들 규제 중 정부가 개선을 지연시키거나 개선대상에서 누락시킨 것도 다수 존재한다. 정
부 각 부처마다 규제개선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규제개선의 역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기 발굴된 규제들 중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그렇지 못한 것을 다시 분류하여 개
선과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언론보도 등을 통한 규제 애로 사항의 발굴이다. 언론은 중요한 규제애로를 발굴한
다. 특히 주요 언론들은 주기적으로 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기사로 게재하고 있으며 여기에
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 사항들이 구체적인 인터뷰까지 포함되어 생생하게 나타난 경우가 많
다. 특히 2014년 들어서는 정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언론 역시 이와 관련된 기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였다. 따라서 이들 기
사 검색을 통해 문제가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연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연구의 포괄성
을 기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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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특징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

규제개혁위원
회 등록규제
중 지식재산
권 관련규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언론보도 및 민원 추적
주요연구기관의
주요연구 발굴자료
▶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규
제 및 민원사항
근 몇 년간 지식재
▶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 ▶ 최산권
규제개선 관련
용에 대한 현장규제 /애로
언론에 문제제기 된
사항
▶ 기 연구 된 지식재산권 관 고질적 규제
련 규제개선 과제

2. 규제발굴 및 분석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발굴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에 대한 문헌분석,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문헌분석은 모든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방법이다. 분석대상과 관련된 기존의 문
헌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분석대상의 구체적인 현황과 내용, 쟁점을 확인하고, 분석전략
을 채택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채택된 심층 분석대상 규제에 대해서
는 관련 된 문헌분석을 통해 해당 규제와 관련된 쟁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 문헌분석의 대상은 해당 규제와 관련된 기존 분석보고서, 언론기사 리뷰가
실질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구체적인 분석전략을 위해서는 OECD의 규제분석지침, 규제개혁위
원회의 규제심사지침, 그 외 규제개혁과 관련된 여러 문헌이 될 것이다. 물론 이들 내용에서 소
개된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혁 전략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별 규제의 분석을 위한 주요 아이디
어를 도출할 것이다. 한편 사례분석은 분석대상 규제와 관련된 피규제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분석전략으로서의 사례분석은 양적분석이 보여주지 못하는
개별 피규제자가 규제와 관련해서 봉착하는 애로사항 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이런 사례분석은 규제현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위해 분석대상 규제와 관련된 피규제집단을 확인하고, 이들과
관련된 규제애로사항들을 검색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확인된 피
규제집단과의 직접적인 인터뷰와 면담, 혹은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을 통해 좀 더 면밀
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당연히 이렇게 분석된 사례는 실제 개별규제에 대한 분석에도
일부 반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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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규제가 많을뿐더러 개별 규제 하나하나에 대한 직접분석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적 물적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제와 관련된 기존
의 분석을 최대한 수집, 이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필요한 경우, 피규제자의 수
등의 파악을 근거로 간단하게 규제저해효과, 즉 규제완화시의 투자유발효과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처럼 발굴된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 분석하면, 이 후 개선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개별 규제의 특성에 따라 규제개선안의 모습도 달라져야 하겠지만 규제이
론적 측면으로는 규제개선의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 존재하고 있다. 투입규제보다는
성과주의 규제, 포지티브 방식보다는 네거티브 방식, 명령지시적 방식보다는 시장유인적 방
식, 진입규제와 가격규제와 같은 경쟁저해규제에 대한 개선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개별 분석대상 규제에 대해 이들 일반적 관점에 따른 분석대안의 고민이 이루어질
것이다.

3. 규제분석 및 분류의 주안점
한편, 본 연구는 규제분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규제판단기준에 초점을 둔다. 먼저 기업
간의 경쟁은 생산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새롭고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이어진다(OECD, 2011: 21). 따라서 경쟁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익증가라는 결과를 유발시킨다.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발
견의 기회를 고취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새로운 발견은 소비자에겐 후생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전에는 불가능하던 서비
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이런 시장의 동학을 저해하는
특성을 갖는다.7) 즉 특정 업체들에게만 시장진입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경쟁에서 얻게
될 이익을 보장하지 않아 경쟁할 유인을 약화시키는 것, 경쟁이 이루어질 토대가 되는 소비
자 정보제약을 강화시키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규제의 사회적 순편익의 극대화가 실현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즉 규제 도입의 정
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다 나은 규제대안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
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의 기대효과에 비해 사회적 비용 또는 부작용이
7) 경쟁제한성을 갖는 규제와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경쟁제한행위란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이나 거래방법 등을 담합,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많더라도 이들이 서로 담합해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 경쟁 없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이는 한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를 독
과점금지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이 같은 행위를 부당한 공
동행위로 규정,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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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규제는 폐지하거나 더욱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원래 규
제도입과정에서 복수의 규제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져
야 하지만 아무리 합리적인 규제라도 사후적으로 그 타당성의 평가가 다시 검토되어야 하기
에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규제의 유효성 확보와 관련해서 준수율이 낮거나 중복규제가 제시되는 등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많은 규제들이 규범적인 요구에
의해 대거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집행이 되지 않고 대다수의 기업이 이를 지키지
도 않아 사문화 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현황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된 결과 대다수의 기업
들을 잠재적인 불법기업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넷째, 규제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거나 규제 집
행자에게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제는 투명화, 예측가능성이 낮은 규제는 개선, 단속과
처벌 과정을 불투명한 규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와 같은 규제합리성 판단기준은 무수히 많은 규제분야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
시되는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만큼 규제의 합리성을 검토하기에 중요한 기
준이기도 하다. 특히 본 연구의 관심인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 사회적 순
편익, 규제유효성, 규제투명성과 같은 요소는 반드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1.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
가.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배타적인 이득을 부여하는 보호적 규제는 폐지
나. 경쟁을 제약하고 기존 기업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보호장치화 된 규제는 폐지
다.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는 폐지
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는 폐지
2. 규제의 사회적 순편익 극대화
가. 규제의 기대효과에 비해 사회적 비용 또는 부작용이 큰 규제는 폐지하거나 더욱 효
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
나. 규제개선의 시급성

3. 규제의 유효성 확보
가. 준수율이 낮은 규제는 폐지
나. 중복규제는 정리
4. 규제의 투명성 확보

가.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거나 규제 집행자에게
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규제는 개선

출처: 한국경제연구원(2007). 규제개혁종합연구 제1권 수정.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제는 투명화

4. 규제발굴 프로세스
1) 규제 발굴 및 진단 프로세스
규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규제 발굴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연구방
법을 설정하였다. 첫째,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고찰하는 데에서 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과정에서 규제발굴의 범
위를 정하여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규제를 탐색하기 위함이다. 규제의 범위가 정해지면 영
역별로 규제를 탐색한다. 여기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 규제
를 탐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셋째, 실제 규제발굴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규제의 가능성을 탐지하고 규제의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는데 목적을
둔다. 넷째, 규제의 유형화 작업이다. 발굴한 규제를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추출하
고 이를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유형화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은 심층 분석을 위한 대상으로 추출하여 효율적인 접근을 위한 것이다. 다섯째, 심층 분석
대상으로 유형화된 규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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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발굴을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 프로세스 고찰
타부처(지자체) 소관 규제발굴 및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발굴한 규제에 대
한 유형을 분류하였다. 유형 분류를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부터 활용까지의 일련의 프로
세스를 도식화하였다. 첫째, 지식재산권의 창출은 주로 연구개발 정책 또는 연구용역과 같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 연구비 투자 기관들에 의
해 시작된다. 둘째, 지식재산권의 획득은 실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신청 및 기타
행정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획득된다. 셋
째, 지식재산권의 활용은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이 실제 현실에 상품 등으로 활용되는 것
을 말하며 주로 사업화 등을 이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 획득절차를 제외한 창
출 및 활용과정을 규제 심층 발굴 범위로 설정하였다.

3) 영역별 규제의 탐색 및 발굴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 프로세스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발굴 영역을 지식재
산권 창출영역과 지식재산권 활용 영역으로 구분하여 규제발굴을 시도하였다. 지식재산권의
획득 영역은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특허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타부처(지자
체) 소관 규제발굴 및 개선을 위한 목적에 따라서 특허청을 제외한 타부처의 규제를 중심으
로 탐색하였기 때문에 규제발굴을 위한 영역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창출 영역과 활용영역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규제를 발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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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도하였다. 첫째, 지식재산권의 창출영역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에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규제를 말하며 주로 계약이나 연구개
발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정 및 환경의 제약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둘째 지식재산권의 활
용영역은 특허청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정
이나 환경적인 규제를 말한다.

(1) 지식재산권 창출 규제 발굴 brainstorming

지식재산권 창출 프로세스에서 발굴한 규제는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환경의 단
기성과 치중, 특허의 출원 및 등록의 대리인인 변리사의 의무연수의 획일적 규정, 공모전의
출품 작품에 대한 주최 측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의무화, 생명의학분야 특허 취득을 위한 임
상실험의 부가가치세 부과, 기술지주회사의 인건비 규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관련 규제 등
을 발굴하였다.

① 발굴규제 1: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 환경과 지식재산권 창출의 어려움
w

w

규제발굴 이유

w

w

w

정부 R&D 사업은 본래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에 위험이 크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분야에서 지원이 많이
이루지나 정부 R&D 사업에서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중장기
과제 연구가 소홀해지는 우려가 큼8)
이러한 연구 환경은 연구자들이 연구수주를 받기 위하여 투자되는 노
력 대비 연구수행의 노력 정도가 미약하여 연구수행에 대한 안일한 태
도를 가지고 있고, 연구실패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단기적인 성과 치중의 경향은 특허와 같은 비교적 장시간이 요
구되는 중장기 연구성과물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켜 논문과 같은 단기
적 성과에만 치중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함
최근 청와대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논문실적 위주의 재정지원사업과
교수평가제도는 산학협력과 특허, 기술이전과 같은 실용적 성과 위주
로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으나(2014년 4월 10일 청와대 과학기술자문회
의) 이러한 연구 환경 구조를 바꾸는 것이 어려움
바이오 분야의 경우 논문의 게재를 통하여 원천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많아 연구개발에 있어서 특허를 통한 아이디어의 누출 보
호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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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규제발굴의 실익

w

w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 성과에 대한 평
가절차 개선
평가의 목적, 절차, 대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단기성과 환
경을 개선
단기적인 연구 환경 개선을 통하여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식재산권 창출의 활성화

② 발굴규제 2: 변리사의 의무연수의 운영 획일화
w

w

규제발굴 이유
w

w

w

규제발굴의 실익

w

변리사는 2011년 11월 25일 시행된 변리사법 제15조에 의해 의무연수
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것은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의
무화된 제도로,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는 법정 연수제도임
의무연수는 2년 간 2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윤리연수 2시간을
포함한 필수연구 8시간, 그리고 선택연수 16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연구
방법은 집합연수와 온라인연수( 최대 12시간(지방 소재 변리사 최대
18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음
변리사 의무연수 중 집합연수의 경우는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져 지
방에서 열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이것이 지방소재 변리사들에게는
규제로 작용함
대한변리사에서는 변리사들이 서울에 대부분 위치해 있어 대한변리사
회는 등록된 변리사들이 서울에 몰려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함
특허청과 특허법원 등 특허업무와 관련된 상징적 기관이 대전에 위치
하고 있어 지리적으로도 접근성이 좋은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열리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9)
또한 지방 변리사들의 편리와 교육여건 개선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서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순환하여 의무연수를 여는 것이 바람
직하며, 의무연수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라인연수의 시수 제한
을 완화하여 변리사들의 업무 효율성과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③ 발굴규제 3: 공모전 출품 지식재산권의 주최측 귀속
8) 전기신문 2014년 2월 3일자 4면
9) 2014. 7. 18. 대전일보. ＂의무교육은 왜 서울에서만＂ 지방 변리사들 이유 있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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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

w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이 주최하는 공모전의 응모 작품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응모자가 아닌 주최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응모자
의 지식재산권이 탈취되는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
고 관련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함
이것은 응모자의 아이디어에 의한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
과를 초래하고, 연간 약 2,500여 건 이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모전이 활성화 된 상황에서 응모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
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시장 형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
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8월 7일 15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31개
공모전 약관 조항의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으나 지방자
치단체에서 여전히 공모전을 통한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시하고 있어

규제발굴 이유

대전광역시

부산시

“2014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의 기타사항 조항에
‘당선된 아이디어의 권리는
우리시에 귀속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련 규
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으로 ‘당선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으
며, 응모자와 협의하여 활용
할 수 있음’으로 공고를 변경
함.

2014년 7월 11일부터 접수하고 있는
“2014 문화나눔 확산을 위한 사례 공
모전”은 기타사항에서 ‘출품작은 일
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부산문
화재단에 귀속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8월 18일부터 공모하
고 있는 “2014 부산in마음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 역시 유의사항에서 ‘제
출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
작에 한해 저작권이 부산광역정신건
강증진센터에 귀속합니다’라고 규정

문제가 되고 있음10)

w

규제발굴의 실익
w

공모전은 매년 공공부문이 600여 건 내외, 민간부문이 1,900여 건 내외
등으로, 연간 공모전에 제출된 지식재산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보호하고 응모자의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있
다. 그러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주최
기관 귀속 조항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공모전의
주제 및 유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공모전 약관’을 개발ㆍ배포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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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굴규제 4: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w

w

생명의학분야에서 신약개발은 R&D 연구비 개발 과정 중의 하나로 보
통 병원과 제약회사가 연계하여 비용을 투입하게 됨
이러한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개발비용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더욱
비용이 증가하고 나아가 임상시험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간 법적분쟁까
지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국세청은 2013년 하반기 일부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시, 면세 대상인
줄 알았던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부가세를 추징하였는데 3개 대학 학
교법인을 대상으로 5년치(2008년~2012년)인 약 130억 원의 부가세
추징에 나섰다. 해당 대학들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개발을 면세대상
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규제발굴 이유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다만 시판 후 임상시험 용역
즉 4상 임상시험(PMS)에 대해서 일부 과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밝혔다(데일리팜, 2014년 4월 10일자).

w

w

w

규제발굴의 실익
w

이러한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임상시험은 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면세대상인 ‘학술용역’ 이
나 ‘기술개발’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실제 임상
실험과정에서 이러한 부가세 징수로 해당 수탁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고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실정임
더구나 이미 계약이 종료된 위탁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받는다
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이에 따라 분쟁 발생이 우려되며 시험건수의
약 50%가 다국가간 계약으로 국가간 분쟁의 소지가 있음(메디컬 투데
이, 2014년 4월 10일자)
이러한 사례는 임상실험을 어떻게 보는 가에 따라 연구기관과 행정기
관과의 유권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임상실험을 사업화의 단
계로 볼 경우에는 세금징수가 올바르나 연구개발의 단계로 볼 때는 면
세인 ‘학술용역’이나 ‘기술개발’에 준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임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란을 가져올 것이 충분히 예상되며 기획재정부, 국
세청, 보건복지부, 의사 및 약사협회, 병원, 제약회사 등과의 협의체를 구
성하여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여 합의된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10) 충청투데이, 2014. 8. 15. 지자체ㆍ기관들 지식재산권 제멋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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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굴규제 4: 기술지주회사 인건비 관련 규제
w

w

규제발굴 이유

w

w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특허 등이 기
술을 현물출자하고, 전문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자회사를 성공시켜 수
익을 창출하는 전문조직으로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ㆍ운영하는 모델
이며, 이를 통하여 기술자산의 통합 관리를 활용한 기술자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기술자산 보호(asset protection), 세금 및 보조금 혜택,
라이센스의 협상력 제고와 거래비용 감소, 신기술 창업 기업의 설립
및 경영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추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9월 제
정되어 본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었으나, 기술이전전담조직(TLO)과의
분리 운영 문제와, 소관ㆍ인가부처의 차이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른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현물출자 비율의 제한은 제정 시 50%에서 30%로 완화되었다가, 2014
년 4월 전부개정을 통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하였으나
인건비 비율은 해당 규정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지주회사 활
성화기반구축사업 시행 공고’에 여전히 명시되어 있는 실정임
기술지주회사가 유명무실한 원인의 하나로 인건비 제한으로 인한 고
급 인력 고용이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인건비의 제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13년 8월 발간
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보고서에서(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 제한을 없애거나 직접사업비 항목
에 외부 전문가 활용 항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 제안이 있
었으며, 2014년 1월 언론보도에서도 기술지주회사가 유명무실한 원인
의 하나로 인건비 제안으로 인한 고급 인력 고용이 어려운 문제를 지
적하고 있다(전자신문, 2014년 1월 16일자).

w

규제발굴의 실익
w

기술지주회사에서 인건비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기술지주회사
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시행 공고
상의 인건비 비율 제한 규정을 완화 또는 삭제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기술지주회사 운영에 있어 재량권을 부여하여 최대한 높은 성과를 창출
하도록 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의 창출을 위하여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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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발굴규제 6 :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관련 규제
w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은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이 물적
담보 없이 지식재산권(IP) 만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w 이는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자금 조달의 어
려움으로 사업화에 실패하거나, 우수한 기술력의 중견기업이 겪을 수
있는 자금 유동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w

규제발굴 이유
w

w

w

규제발굴의 실익

w

w

특허청은 위 제도의 시행을 위해 2006년 기술보증기금 및 2013년 신용
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을 추진하고 있으
며, 2011년부터 가치평가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연계 특허기술평
가 지원,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촉진 제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기술보증서만으로는 대출금
환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술보증 이외에
신용도나 추가 담보를 통해 대출의 여부나 금리 등을 결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이것은 지식재산권의 담보대출이 기술 및 지식의 우수성에 대해 가치
평가하기 때문이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치가 떨어져 기술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대두됨
지식재산권의 대출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금전적 가치로 제시할 수 있는 평가모형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평가모형은 시장가치 및 사업화의 성공가능성을 중심으로 평
가되기 때문에 평가를 진행하는 심사원들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또한 특허청과 금융위원회 및 은행권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지식재산권 활용 규제 발굴 brainstorming

지식재산권 활용 프로세스에서 발굴한 규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특허권 귀속 주
체, 특허업체의 수의계약 관련 규제, 국방부 R&D 산업재산권의 성과물에 대한 국가귀속 ,
건설신기술 신청 자격 관련 진입 규제, 국방 일반무기체계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 자동차 안
전기준에 따른 지식재산권 활용의 제약,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보상 규정의 다양화, 제약
R&D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에 따른 현실적인 가격 책정 등의 규제 등을 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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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굴규제 1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특허권 귀속 주체 규정의 다양화
w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특허권의 귀속과 관련한 현행법제는 ⅰ)
불명확한 귀속 및 상이한 관리규정의 문제와 ⅱ) 실시권 설정 및 권리
이전의 어려움으로 활용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특허청, 2012)
w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귀속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
규제발굴 이유
형식상의 문제가 있으며, 각 부처별로 각기 다른 별도의 규정을 운용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연구수행기관이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며, 특히 공공연구개발 특허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이용형태는 주로 독
점적 형태의 실시권 형태로 특허가 활용되고 있음
w

규제발굴의 실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권 귀속 및 제한에 대하여 현행 관련규정을
상위규정인 법률에서 “연구성과를 창출한 발명자/연구자의 소속연구
기관 소유”로 명확히 규정하거나, 지식재산권 소유에 관한 규정내용
및 소유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일화하고, 같은 부처 내의 사
업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내용에 대하여도 이를 통일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함

② 발굴규제 2 : 특허업체의 수의계약 관련 규제
w

w

규제발굴 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인과 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특정인이 특허 등
을 가진 경우에도 특정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
약을 할 수 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계약 상대방
인 특정인 외에도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개
인 또는 업체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제한임
그러나 배타적 효력을 가진 특허의 특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며,
규정의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2014년 7월 대전시는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광역 BRT(간선급행버스
체계) 건설공사에서 관급자재 구입 과정에서 ‘고 내구성을 지닌 투수
(透水)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그 제조방법’이라는 특허를 보유한 H사
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정하여 시공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경쟁업
체가 2012년 감사결과와11)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여 수의계약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전시는 앞서 언급한 감사처분결과를 근거
로 H사와의 계약을 백지화하였다(충청투데이 2014년 7월 31일자).

w

이것은 특허제도의 취지나 특허를 받게 된 경위 등을 무시하고 수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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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

규제발굴의 실익

w

약의 획일적인 규정으로 모든 수의계약을 실시할 때 기술과 제품의 우
수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임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의계약시에 대용품이라는 것의 범위를 설정
하는 것으로 유사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성능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나며,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차이가 실제적으로는 큰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음에도 획일적인 규정으로 우수한 제품이 사장될 우려가 있음
특허제도는 기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
리를 수반하는 만큼,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있어 수의
계약이 수월하도록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계약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특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제한이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③ 발굴규제 3 : 국방부 R&D 산업재산권의 성과물에 대한 국가귀속
w

규제발굴 이유

w

w

w

규제발굴의 실익
w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의 소유에 있어 규정하
고 있으며, 연구소가 발명한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가 되는 것으
로 정하고 있으나, 연구소를 통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의 소유 역시 국방과학연구소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최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
조 제2항의 연구개발자 귀속 원칙과 상충되고 있음
이것은 연구개발 참여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도 상충되
는 것으로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성과로 도출된 산업재산권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어, 연구
개발 및 지식재산권 생산에 대한 유인을 가져오지 못함
국방과학연구소와 특허청은 업무협약을 맺고, 국방기술 관련 지식재산
권에 대한 민간의 접근 폭을 넓히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나, 국방과학연구소가 일단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방이 중심이
되고 있음
이러한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연구참여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11) 대전시는 2012년 각 구별 정기종합감사에서 서구의 하수도 악취배수용 배수커버 물품구입이 특허물품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위 시행령에 따라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는 사실을 지적하고 주의 요구를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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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굴규제 4 : 건설신기술 신청 자격 관련 진입 규제
w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개인 또는 법인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
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
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됨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
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5년의 보호기간 동안 기술사용
료에 대한 권한과 정부 발주 건설공사에 우선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에 대한 반영과 시험시공에 대한 권고가 가능하며,

규제발굴 이유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자금의 우선적 지원과 계약 체결 시 제한경쟁입
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혜택이 있다. 아래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가 사용할 수 있는 인증표시이다.

w

w

규제발굴의 실익

w

w

건설신기술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시 여
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인증 신청권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나 공동 신청 또는 복수의 기술과
특허를 합쳐 하나의 신기술로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청 자격에 대한 규제로 인해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음
신기술제도의 취지는 뛰어난 건설신기술의 보급 및 현장에서의 활용
을 촉진하고, 이로써 건설기술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으나 제
한적인 신청자 자격 규제는 산업재산권의 활용을 가로막고 있으며, 신
기술 제도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특허권의 등록권자에게만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특허권을 양수받은 자 및 전용실시권자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특히 신기술이 반드시 하나의 특허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닐 수 있으
므로, 특허권에는 기여하지 않았지만 신기술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동
신청 또는 복수의 특허권을 조합하여 하나의 신기술을 신청하는 등 다
양한 유형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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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굴규제 5 : 국방 일반무기체계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
w

w

규제발굴 이유

w

w

규제발굴의 실익

w

현재 국가 R&D 사업에 따라 창출된 무형적 연구결과물, 즉 기술자료
및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참여기관 또는 수행기관에 귀속되도
록 하고 있음12)
그러나 국방 R&D 사업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성과물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국과연에 귀속되어 연구개발자 귀속 원
칙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국방 R&D 사업으로 창출된 연구결과물에 대
한 귀속의 문제는 관련 법령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일관된 원칙이 존
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최지호, 2013)
특히 일반무기체계의 R&D에 관한 규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을 다룬다는 점에서 성과물의 연구개발자 귀속 원칙을 다소 제한할 수
는 있을 것이나, 그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음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9조 제2항에서 규
정하고 있는 일반무기체계 관련 기술자료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기본
적으로 국가 귀속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 사업 이전에
개발자가 취득 및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
는 이유로 방사청이 사용권을 갖는다는 것은 개발자의 권한을 과도하
게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국방 일반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개발자의 정당한 권
리 확보를 위하여 위 규정 제39조 제5항을 개정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⑥ 발굴규제 6 :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지식재산권 활용의 제약
w

w

규제발굴 이유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과정을 통하여 산출한 신기술이 기존의 규정으
로 인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음
사이드 미러를 제거하여 카메라를 통한 모니터로 후방을 볼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에 의하면 사이드 미러는
물리적인 거울을 의미하여 이 장치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음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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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B기업은 자동차에서 없앨 수 있는 마지막 부품으로 꼽히고 있
는 사이드 미러를 제거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하였
다. 20억 원을 들여 사이드 미러 대신 카메라를 달아 차 안에서 모니
터로 후방을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내 모든 자동차가 ‘후사경’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세계 자동차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에도 불
구하고 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13) “사이드 미러로 반드시 거
울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특허 획득 후에도 판로를 확보
할 수 없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규제로 인해 활용의 문제뿐만 아
니라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자신
문 2014년 6월 12일자).

w

w

규제발굴의 실익

w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자동차관리법」등의 규정 등은
안전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강제적으로 규정
되어 있으며, 운송수단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획
기적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연구자의 개발의욕
을 꺾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자동차 개발 생산 분야의 경우는 시대에 따라서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
는 기술 분야이고 자동차 산업은 융합기술 분야로 획기적인 변화가 필
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음

자동차의 구조적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제한 규정이 필요하나 이러
한 규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할 것이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획기적인
형태 및 구조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기술 및 디자인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선도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
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⑦ 발굴규제 7 :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보상 규정의 다양화
w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
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들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규제발굴 이유
발명을 말함(발명진흥법 제2조)
w 민간기업의 경우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의 제도 및 실시와 지원대책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두고 있으나, 이것
13) 2014. 6. 12. 전자신문. ‘사이드미러는 반드시 거울로 만들어야 하나..."후진적 규제 조항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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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

w

규제발굴의 실익

w

은 국가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자치단체
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치단체별 조례규정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등록보상 및 처분
보상 등에 대하여 각기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최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특허 출원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과 각 자
치단체별 인사이동 및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치단
체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영역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시기 및 의지 또한 변칙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규정을 개별적으로 두고
있어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특허권의 소유 및 보상 등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큼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 개별적인 보상규정에 대하여 통일성을 꾀할 필
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협의가 필요한 상
황임

⑧ 발굴규제 8 : 제약 R&D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에 따른 현실적인 가격 책정
w

w

규제발굴 이유

w

제약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생명공학과 국민건강의 발전
은 물론, 창조경제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약 산업
강국을 향한 R&D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개발신약에 대한 보험 약가 등재와 관련, R&D 성과물에 대한 확
실한 가격보상과 개발원가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현재는 개발신약에 대한 최초 약가 결정시 연구개발비와 감가상각비
등의 경우 기지급된 비용만 고려하고 있으나, 신약은 발매 후에도 지
속적인 임상시험을 해야 하며, 특히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임상 시
국내 임상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성을 고려하여
외국 약가 중 최저가 수준인 국산 신약의 약가를 평균가격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필요함
사용량 연동 가격인하제도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보다 저렴하게 많이
팔릴수록 가격이 깎이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
선이 요구되고 신약개발의 의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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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규제발굴의 실익

w

신약에 개발 R&D 비용을 탄력적으로 반영한 후 별도 검증할 수 있는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신약에 대한 약가를 산정함에 있어
서 현행 선진 7개국에 국한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논의가 필요함
또한 사용량 연동 가격인하제도로 수출 주도 의약품의 가격이 지나치
게 낮게 책정되는 결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논의를 통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4) 규제의 유형화 및 분류
발굴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의 유형화 및 분류를 통하여 발굴 규제에 대한 심층분석 대
상을 결정하였다. 유형화 및 분류의 기준은 1) 관련규제에 대한 개선 프로세스 진행 여부,
2) 규제의 현실적합성 및 시급성, 3) 관련규제의 관할 범위 등이다.
첫째, 관련규제에 대한 개선 프로세스의 진행 여부는 현재 특허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개
선을 위한 움직임이 있거나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규제의 경우는 심층분석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둘째, 규제의 현실적합성 및 시급성에 대해서는 발굴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
치가 현실을 반영할 때 가능하거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셋째, 관련 규제의 관할 범위이다. 본 연구는 특
허청의 입장에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발굴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을 활성화시
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타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를 발굴
하였으나 부처 간의 업무 경계 및 부처의 상황으로 개선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며, 부
처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심층분석은 비교적 부처 간 논의가 순조롭게 되어
향후 개선 가능성이 높은 규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분

관련규제
w

지식재산권
창출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여신규제 개선

w

w

대상 선정 기준
관련규제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
정이며 추가적인 논의 필요
관련 규제는 실제 지식재산권 활용 기반조성과 함께
연구자의 창출의지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임

관련규제는 특허청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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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규제
w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관련 규제

w

w

w

공모전 아이디어 귀속
관련 규제

w

대상 선정 기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비율은 개선이 되고
있으나 인건비 비율 등이 논의되고 있지 않아 현실
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논의가 필요함
관련규제에 대한 논의는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지식
재산권 창출의 시너지효과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나 양 부처가 본
규정에 대하여 충돌하지는 않아 협의가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됨
특허청에서 2013년 본 규제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
하였으나 공모전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
전히 규제를 지속하고 있어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진
단이 필요함
공모전을 통한 아이디어 유출과 지식재산권의 침해
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본 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부

각됨
w

w

특허업체 수의계약
관련 규제

w

w

지식재산권
활용

자동차 후사경
설치규제

w

w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본 규제에 대한 논의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본 규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수의계약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본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관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 규제의 사례는 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본 규제의 논의
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향후 사업화와 법률적인 규
정과의 충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본 규제는 신기술을 사장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므
로 현실적으로 빠른 논의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정부차원의 논의와 전 부처의 공론화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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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규제

대상 선정 기준
w

국방 무기체계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
w

w

신기술 지정 제도
관련 진입 규제
w

w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 통일화
w

국방 무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 지식재산권의
국고귀속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비무기체계의
경우에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함
신기술 인증을 기관 및 법인에게만 허용할 경우 지
식재산권이 개인보유가 많은 상황에서 제도의 현실
적인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정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직무발명의 특성 상 기관의 소유권이 분명해야 하는
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의 보상규정 등은 자치단
체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기관별 소유권 및
직무발명에 대한 시기 등에 대한 충돌이 발생할 것
으로 보임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
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2절 발굴 규제대상 심층분석
1. 지식재산권 창출 기반 관련 규제
1) 지식재산권 생산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규제 개선
(1) 주요 내용

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담보 위주의 낡은 영업 관행
을 탈피하고 유망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더욱이 정부의 내면에
는 중소 및 벤처기업 투자를 확대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기도 하다. 그러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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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선진국의 경우, 민간에서 엔젤투자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고수익의 창출이 가능한 기술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의
기술금융에 대한 보수적 행태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면서, 정작 이들 금융회사들의 적극적
기술금융 인센티브를 저해하고 있는 각종 정부규제의 개선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
것은 미국의 경우, 2013년 잡스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즉 신생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의 미국의 신생기업 지원법을 통과
시켜 중소기업과 신생 벤처기업이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데에 규제를 완화해주고, 또 이 기
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자 한 것과 대비된다.14)
즉, 잡스법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소액투자자를 모으는 크라우드 펀드(crowd fund)를 허용
하여 중소기업들이 연간 100만 달러까지는 대중들로부터 별다른 제한 없이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영하였으며, 비상장기업의 주주수를 최대 500명으로 하고 있던 기존법을 2,000명으
로 그 한도를 늘여서 대부분이 비상장기업인 중소기업의 자금동원의 기회를 넓혀주었던 것
이다. 그 외 미국에서는 기업공개(IPO) 절차와 규정을 대폭 간소화하기도 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들어 기술금융 규제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금융위원회
를 중심으로 많은 개선안이 제시된 것이 사실이다. 즉 2014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에서 발
표한 자료를 보면, 고등학생도 우수기술이 있으면 창업 시 신보, 기보가 보증지원 할 수 있
도록 창업지원 연령을 낮추고 지식재산보증 지원 대상 제한도 폐지했다. 예비창업자에게 적
합한 전용 기술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실적이 좋은 유명기업의 경우 증시 진입 및 상장부담
을 경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4월에는 금융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출상품을 확대하고자 정부주도로 기술정보관리기관(TDB)과 기술신용
평가기관(TCB)를 설립하여, 기술정보 및 기술평가등급정보를 은행에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
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14년 10월 현재,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가
TCB로 선정되어 기업의 기술에 대한 평가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법상 종합신
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가 기술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TDB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서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2014년 8월말 현재,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신용평가
기반대출은 1,658건에 1조 1,300억 원 수준이다.
보통 금융규제는 수신규제와 여신규제로 나눌 수 있다. 수신규제는 금융기관이 불특정다
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이고, 여신규제는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를 대
14) 이와관련 우리나라도 제도개선을 통해 2015년부터는 증권발행인(창업기업가 등)의 신청을 받아
Crowd-funding 중개업무를 주관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자본금 5억 원 수준)”가 신설되며, 이들은 자본
시장법 안에서 초기기업의 공모절차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모를 진행하는 증권발행인은 그 주식발
행 규모가 일정 규모(현재 7억 원 내외가 그 기준선으로 고려되고 있음) 이하일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받는 등 기업공개의 부담이 상당히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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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이다. 이중 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수신규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 즉 다른 법령에 다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
나 등록 혹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신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발생가능 한
불특정다수 수신자들에게 발생가능 한 사기 등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수신
행위를 자유화함으로써 자금조달과 특허 등 사업 아이디어 활용을 통한 사업화의 장점을 훨
씬 상회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여신행위의 경우, 이런 수신행위에서 발생가능 한 불특
정다수에 대한 금융위험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완화의 가능성이 크다. 하지
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신에 대해서도 규제가 엄격하여 금융기관이 스스로 특허를 평가하고
이를 사업화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특허활용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여신금융회사
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 하는
등의 선진적 사업모델을 형성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안 그래도 유인체계 상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은행이 초기 기술기업에 자금 공급을 더욱 꺼리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여신전문회사에 대한 규제가 매우 복잡하고 높은 수
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5)
더구나 다른 금융업 규제가 네거티브 시스템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여신관련 규제의 대표
적인 근거인 여신전문회사법은 부수업무 규정을 여전히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여신사업 분야
를 열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여신업계는 카드업과 매출채권 양수 관리 회수업무,
대출업무, 이들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통신판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16가지 업무만
가능하다. 이런 포지티브 시스템으로는 여신회사에서 카드업계의 빅데이터의 활용, 캐피털사
의 제조업 연계영업 등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며, 그 과정에서 기술금융의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여신금융 내에서도 리스, 할부, 신기술금융, 기업금
융, 신용대출 등에 대한 개별적인 정부개입을 통해 여신금융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가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기업의 특성상 여신금융전문회사의 경우 대기업이나 IT기업 등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금융회사들 중에서도 기술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15)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당초
업별 근거법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7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정으로 이들 4개의 금융업이 여신전
문금융업으로 통합되면서,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만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를
유지하고 진입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에는 등록만으로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복수의 업종을 통합·영
위할 수 있는 방식인데, 2개 이하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200억원 이상, 3개 이상의 업종
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을 영
위하고자 하는 자(주식회사에 한한다)는 희망하는 의도대로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추어 1~4개 업종을 영위할 수
있다. 단, 유통계 신용카드업자는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모두 20억원 이상이면 등록만으로 신용카드업 영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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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규제개선의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향후 이들에 대해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하면 리스, 할부, 신기술금융 등
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업종 간 칸막이를 제거해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 외 법인 영업만을 하는 조건으로 신기술금융업에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 규제의 근거
o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o 근거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법률 제5조 (자본금) ①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로 제

한한다.
1. 2개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200억원
2. 3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400억원
②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
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법률 제45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시행규칙 제9조(융자한도)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
조합이 한 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기자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융자순증액(법 제42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으로 융자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투자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법률 제46조 (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관리·회수
(回收)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그에 따르는 업무
7.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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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감독규정 제7조의2(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법 제4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한다.
1. 통신판매, 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업무(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2. 카드(전자지급수단) 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3.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임대부동산은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전문금융회사
가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은 직접 사용면적보다 작아야 한다.
가. 도시계획,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일정층수 이상의 신축을 조건으로 건축허가하는 행정
관청의 건축행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된 경우
나. 이미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중 자산인수, 합병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영
업장 폐쇄·축소 등으로 인하여 잉여부동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매각 또는 임차계약 해지시까
지 임대하는 경우

4.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업무(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
5.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
6. 상품권, 복권 등의 판매대행 및 소유설비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7.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대여
8. 업무와 관련된 간행물 및 도서 출판
9. 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 다만, 물건별 렌탈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미상각잔액)은
해당 리스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금융리스채권잔액과 운용리스자산의 미상각잔액의 합계
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의 단기 대여는
대여중인 물건이 정비, 수선 등의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10. 기업의 경영지도 등에 관한 용역
11.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

(3) 규제 및 규제완화 필요성
① 여신규제 개선의 필요성

여신규제는 금융회사의 여신업무를 직간접으로 규제하는 정책수단이나, 지도감독행위로
여신운용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각종 통제장치를 의미한다. 이런 여신규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실여신예방 및 조기건전화 유도를 위한 금융회사 자산건정성 유지이다. 그
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여신규제로 인해 정작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여신을 통한 사
업화 모델의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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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이 민간주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아래의 표에서도 쉽게 확
인할 수 있다. 즉 한국과 미국의 밴처캐피탈을 비교하면, 한국은 공공이 차지하는 재원이
50.8%에 이르는 반면, 미국의 경우, 전무하다. 그만큼 미국이 민간에서의 자율적인 기술투자
를 통한 수익창출의 선순환의 고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은행권 자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7배인 2101조3600억 원, 금융권 총자산의 61.5%를 차지한 반면 은행과 중소기업청, 기술보
증기금 및 벤처캐피털 등에서 취급한 기술금융은 총 25조8000억 원으로 은행권 자산 대비
1.2%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중 기술금융 잔액 중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한 대출은 18조
9000억 원으로 총 기술금융 취급액의 72.8%를 차지해 대부분이 기보를 통한 정책자금 지원
으로 은행권에서는 지원은 극히 일부였다.

구분
벤처투자규모

재원
GDP 대비 벤처투자
투자기업수
기업별 투자규모

한국
12.6억불

미국
296억불

공공(50.8%)
0.05%
775개
162만불

공공(0.0%)
0.17%
3,382개
872만불

비고

미국의 1/23
미국의 1/3
미국의 1/5

출처 : 창조경제와 벤처케피탈, GRI Trends in Perspective, 2014년 7월 15일, 경기개발연구원.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기술금융의 한계는 근본적으로는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자율적인 수
익창출 활동을 통해서 초기 기술기업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의 고리를 염두에 둔 규제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단순히 한 두 개
의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의도하는 단편적이고 양적인 접근 때문이었다.
즉 기술금융의 활성화는 정부의 의도대로 어느 한 두 개의 투자단계에서의 고리에 개입한다
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는 그 자체로
도 어려운데, 설령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술기업의 경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기대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 또한 급변하는 시장의 사정 상 추가
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 즉 기술이 좋다고 반드시 높은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기술금융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 역시 매우 깊이 있는 고민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기술금융의 활성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신금융기관의 경쟁력의 강
화이다.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금융회사의 여신사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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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회사의 주된 여신사업의 하나인 민간의 기술평가를 통한 수익창출에 높은 전문성과 경쟁
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엔젤투자 등을 포함한 여신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끊임없이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한 가치평가모델의 개발, 투자한 기업에 대한 경영 및 사업
지원, 신기술과 금융기법의 접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신금융기관의 금융활
동의 활성화, 즉 규제개선이야말로 기술금융의 활성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
과 우리나라의 벤처투자는 민간에 비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한편 우리나라 여신금융에 있어서의 신기술금융은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신기술금
융업의 경우, 그 영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즉 위의 그래프를 보면, 여신금융전
문회사의 경우, 카드업을 제외한 자산항목별 비중추이를 보면, 신기술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는 6.3%였던 것이 2006년에 2.0%로,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1%대로 유
지되고 있으며 2013년 2월 현재, 1.1%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만큼 여신금융전문
회사에서 신기술금융에 대한 관심과 사업이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이규복(2014). 여신금융전문금융업 체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조항
제26조 제1항
제26조 제4항
제27조

규정내용

여신관련 제재대상(6가지): 법규상 여신금지 등
-> 사후부실 발생을 일반적 제재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음
부실여신 감면기준(6가지): 정부정책에 따른 여신취급, 담보가치하락에
따른 부실화 등 ->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
은행 중기대출 부실화시 면제기준(15가지): 정부 등 추천, 신보 및
기보 등 지급보증, fast-track 프로그램 등

출처: 제재·면책제도 개선방안, 제1차 금융혁신위원회, 2014.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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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여신금융에 규제관행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즉 사후적발 위주의 저인망식검사
관행으로 정부가 대출서류 수입인지 미첨부, 내규에서 정한 대출구비서류 사후보완 등 사소
한 하자에까지 징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오히려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체계와 같은 구조
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는 소홀해 지고, 나아가 금융회사 여신담당 직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관행을 부추겨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출이 사후에 부실화 된 경우, 제재를 받게 됨으로써
소극적 여신운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금융위)과 금융회사
자체 상벌규정와 같은 제재기준이나 규제관행에 있어서 적법하게 취급된 대출에 대해 사후
부실화에 대한 제재 및 면책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데도 기인한다. 그 결과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용도에 상응하는 적정위험 부담을 기피하고 금융회사가 담보와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② 기술평가와 정부개입의 개선

한편, 박근혜 정부 들어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는 TCB(Technology credit bureau)의 설치로 기술에 대한 객
관적인 평가를 하는 기구의 설립과 이를 통한 기술금융의 적극적 연계를 하는 제도적 기반
의 구축16)과 은행평가에 기술평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CAMEL'이라 불리는 기존의 '경영실태평가'와 새로 만들어지는 '혁신성 평가'로 나누어 은
행평가를 구분하고 CAMEL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적정성 등 건전성 위주의
평가로 이뤄졌다면, 혁신성 평가는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관행개선(50점), 사회적 책
임 이행(10점) 등 올해 금융권 화두를 모두 담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혁신성 평가 점수에 따라 정책인센티브, 즉 신ㆍ기보의 은행별 출연
료를 차등화를 통해 그동안은 자산 규모에 맞춰 일률적으로 출연료를 분담했지만 혁신성 평
가 점수에 따라 우수한 은행은 우대하고 미흡한 경우는 인상하고,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신용위험 분담도 우수은행은 현행 50%보다 확대해주며 온렌딩 공급규모 역시 우수은행은
현행 기준보다 우대하는 것으로 밝히기도 했다. 또한 혁신성 평가결과와 총이익대비 인건비
를 함께 공시한다고 밝혔다. 즉 혁신은 외면하면서 보수만 높은 은행을 가려내 공개하겠다
는 것이다. 또 혁신성 평가결과를 임원의 보수수준과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하며 혁신성
16) 최근 대기업과 납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급히 운영자금 3억원이 필요하게 된 A사는 기존 신용대출보다 낮
은 금리로 수월하게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국내 최초로 초미립 알루미나를 제조한 기술을 내세워 기술신용평
가(TCB) 기반 대출을 받은 것이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은 A사는 기술등급 T-3를 받아 4%대의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다. A사 관계자는 "창업초기 신용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기존 신용대출
로는 8%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다"며 "절반가까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아시아경제,
2014년 11월 3일).

- 50 -

평가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으로 나눈 뒤 상대평가제로 운영되고, 반기마다 평
가해 매년 2ㆍ8월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그 외 은행에 대한 기술금융의 실적을
매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실적의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런 금융위원회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수준은 최근 매우 크게 확
대되었다. 즉 2014년 9월 은행별 기술신용 대출실적은 2014년 7월 486건, 1,922억 원에서 9
월 말 3187건, 1조8334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기술금융을 독려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
가하고 있기도 하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이런 우리나라 기술금융 관련 제도와 기술금융 실적의 급증은 다른 우려를 제기하
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새로운 관치금융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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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처럼 폭발적인 기
술금융의 증가는 정부가 매일 기술금융 대출실적을 보고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적 행정지도
를 보이고 있는데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다.17) 실제로 이런 우려는 2014년 국정감사에서 민
병두 의원에 의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공개되기도 했다. 즉 기술금융을 가장 많
이 수행한 기업은행에 대한 분석을 보면, 592개 기업 중 기술등급 T6 이하 기술력 낮은 기
업 231개 39%로 나타나 소위 기술금융의 양적 확충에 치우친 부풀리기성 대출이 일부 나타
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출처: 민병두 의원 국정감사 자료
17) 안현실의 산업정책읽기, 한국경제신문 2014년 11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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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은행이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한 592개 기업의 기
술등급 현황을 보면 기술등급 T6 이하인 기업은 231개(39%)로 낮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
한 기업이 상당수였다. 최고 등급인 T1(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없었고, T2(우수) 등급은
7개(1.1%) 기업, T3(양호) 등급은 69개(11.7%) 기업, T4(양호) 등급은 140개(23.5%) 등 우수
⋅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은 216개(36.5%)였다. 또한 592개 기업 중, 기업은행이 기존에 거래
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등급보다 기술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수는 400개(67.6%),
3028억원(68.8%)으로 파악됐다. 이 400개 기업 중 기술등급 T6이하를 받은 기업은 198개
(49.5%)에 달했다. 이는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우량기업들을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로 전
환한 것으로 실적 부풀리기 편법 대출에 해당된다. 전체 592개 기업 중 기업은행이 자체 평
가한 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기업은 531개(89.8%)였고,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보는 BBB
이상 기업은 409개(69%)로 기존 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존에 기업
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았던(무등급) 신규 기업은 22개(3.7%)에 불과해 기술력 있고 새로운
중소기업의 발굴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현재의 상황은 정부가 기술금융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단기에 달성하기 위해 은행에
기술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을 강조하고, 권고하며 행정지도를 한 사실상의 규제에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수혜를 입은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납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급히 운영자금 3억 원이 필요하게 된 A사는
기존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수월하게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국내 최초로 초미립 알루
미나를 제조한 기술을 내세워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대출을 받은 것이다. 기술력과 성장
성을 높게 평가받은 A사는 기술등급 T-3를 받아 4%대의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다. A사 관계자는 "창업초기 신용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기존 신용대출로는 8%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다"며 "절반 가까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셈"이라고 말하기도 했
다.1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이런 방식의 규제적 방식에 의한 기술금융의 확대는 기술
금융을 부실을 초래하는 등 장기적인 부작용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이다. 실제로 2014년 9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14%로 전년 말에
비해 0.26% 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대기업 연체율은 0.07%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0.04% 포인트 떨어졌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출이 빠른 속도로
부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시중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지식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인프라도 없는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면 큰 부작용을 낳
을 수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19)
18) 아시아경제, 2014년 11월 3일.
19) 스카이데일리, 2014. 11.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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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은행의 행정적 부담도 매우 크다. 실제로 B은행은 매주 기술금융 실적보고 준비로
분주하다. 실적은 한 달에 한 번 공개되지만 매주 대출실적을 보고하라는 지침을 받았기 때
문이다. 다른 은행과 바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대출규모가 크게 늘지 않은 경우 받게 되는
심리적인 압박도 상당하다. 이럴 때는 편법이라도 써서 실적이 많이 나온 것처럼 꾸며야 할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B은행 관계자는 "이전부터 기술금융을 다룬, 출발선이 다른 은행들
과도 줄세우기식 비교가 되고 있다"며 "대출의 질보다는 양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20)
따라서 이런 박근혜정부의 기술금융과 관련한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측면에 치우친 나머지
장기적으로 기술금융의 선순환이 발생하는데는 정부의 개입의 수준과 그 방식에 대해서 개
선이 필요하다.
③ 은행의 기술평가 수수료 과다부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설계된 TCB 체제에서 은행들이 대출해줄 때마다 TCB에 의무적
으로 내야 하는 기술평가 수수료가 건당 100만원으로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은행
들은 정책금융 자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받은 대출을 해줄 때 TCB의 평가를 의무
적으로 받아야 한다. 평가서를 참조해 대출 규모와 금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은행들이 TCB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인식하는 데 있었다.
기술평가의 난이도나 대출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건당 1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
다. 은행의 주장에 의하면 이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면, 대출 규모가 최소 3억 원이 돼야
수지를 맞출 수 있고 한다. 즉 수수료를 감안했을 때 3억 원 미만의 기술금융을 취급하면
오히려 손해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부담스러운 수수료 때문에 은행들은 차라리 전
문인력을 양성해서 은행에 배치하고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21)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런 기술평가 수수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억 이하의 대출
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50% 인하하고, 3억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건당 100만원인 평가
수수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추어 주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전체적으로 20-30% 정도 수준의
수수료 인하를 시키는 것으로 정책설계를 새롭게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런 발표 역시 여전히
기술평가의 난이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없는 것이어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
이다.

20) 아시아경제, 2014년 11월 3일.
21) 한국경제신문 201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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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 방향
① 여신규제의 개선방향

먼저 카드업 외의 여신금융전문업의 경우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하면 리스, 할부, 신기술
금융 등을 모두 가능하도록 업종간의 칸막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22) 이를 통해 자금수요
자에게 각각의 상황 및 특성에 맞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부수업무에 대한
허용방식도 변경하여 현재 열거주의인 부수업무 역시 네거티브로 전환하여, 원칙허용·예외
금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기술금융분야에 대한 진출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업을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최소
한 일정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직접투자 역량이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직접투자를, 투자역량이 부족하여 직접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에 대한 간접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 내에서 적어도
일정규모의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한편 여신금융 규제의 관행에 있어서도 기존과 같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하
는 것이 아니라 금융질서와 소비자의 권익 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 아니면 정부가 직
접개입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자율규제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금융회사 내부의 위험관리 및 자율규제기능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함께 임원 및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적정한 여신사업의 건전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외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밝힌 것과 같이 관련 제도
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여신관련 제재․면책기준이 모호하여 현장의 혼선을 유발하고 있
는데 구체적으로는 여신 관련 제재대상 규정(「검사․제재규정」§26 ①)에 ‘적정초과’, ‘부
당’, ‘무리하게 취급’, ‘사회적 물의’ 등 불확정 개념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정부의 자의적 판
단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검사․제재규정」 §26 ①: 법규
상 금지 여신, 정관·내규상 부적격자 여신, 신용조사 부당 생략, 적정 여신한도 초과취급 등
6가지를 규정을 검사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후부실은 일반적인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부실대출 위주로 검사․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
다. 이로 인해 여신기관에서는 사후부실 발생 시 당연히 제재대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규정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 사후부실시 감면사항을 열거식 규정(positive 방식, 21개)하고 있는 것도 이로 인해
적법하게 취급한 대출도 열거된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후에 제재 받을 가능성이 상
22) 이규복, 여신금융전문업 체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4.3.10. 이 제시한 개선안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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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한다는 측면, 즉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사후부실시 제재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대출 결정을 소극적으로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관련 제재․면책기준을
명료하게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규 및 중요한 내규 미준수, 고의․중과실의 신용
조사·사후관리 부실,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아니면 취급한 대출이 사후에 부실화되어도
면책이 가능하도록 대출 관련 면책대상을 negative 방식으로 규정하고, 모호한 표현을 최대
한 배제해야 할 것이다.
② 기술평가와 정부개입의 개선방향

기술평가와 이에 기반 한 정부개입은 지금과 같은 정부의 실적평가, 은행의 혁신성 평가
로는 기술금융의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어렵다. 은행이 기술금융에 보수적인 이유는 기
술금융 자체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바가 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기
술평가시장이 형성되지 못했던데 기인한다. 물론 그 결과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조직, 인력이 부족하며, 이런 기술평가에 기반해서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는 벤처투자자 및
엔젤투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그 결과 미국은 벤처캐피탈에서 공공
이 차지하는 비중이 0인 반면, 우리나라는 50%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제도적으로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 기술평가 시장이 형성되도록 정보
의 구축과 관련 전문성의 확충, 기술평가 시장에서의 경쟁의 보장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정부의 현재의 기술금융평가와 관련된
방식은 매우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TCB라는 객관적인 기술평가 기구를 만들어 이
를 작동시킨다고 하지만, 기술평가라는 부분은 고도의 불확실한 부분이며, 설령 어떤 기술
이 아무리 사후적으로는 고부가가치를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사전적으로는 그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설령 부가가치의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더라
도 그에 대한 투자여부의 판단은 투자자의 기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달려 있는 영
역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TCB라는 하나의 기구를 통해 기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
를 근거로 각 은행에 기술금융의 독려를 하는 것은 기술금융의 장기적인 활성화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기술금융의 발전과 관련해서 좀 더 타당한 방식은 기술정보의 축적과 공개 시스템
의 구축, 민간의 기술평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의 마련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술평가회사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은행에 대한 혁신성 평가
와 같은 규제는 기술금융의 중요성을 은행에 각인시키는 수준에서 한시적으로만 적용하고,
기술금융 여부는 은행의 자율성의 영역에 맡겨 두어야 한다. 그 외 기술거래, 인수합병 등
과 같은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궁극적으로 기술의 가치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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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23)
또한 금융위원회에 의한 양적인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실적을 유도하
는 현재의 방향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2014년의 기술금융 실적은 이전 해에 비해
급증하였는데,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가치가 갑자기 나아졌을 리도 없고, 기
술평가의 정교함 역시 갑자기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런 실적이 나타난 것은
사실 정부의 기술금융 실적 제고에 영향을 받은 금융기관의 행태변화의 결과임을 알 수 있
다. 실제로 위에서 이미 분석한 바도 보면, 기술금융 등에 대한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부실
화 정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기술금융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
서는 2014년과 같이 단기적인 양적실적 제고를 위한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TCB에서 평가하는 기술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기술에 대해서
만 기술금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앞서 기업은행에 대한 실적분석에서도 나
타난 것처럼 기술금융에 있어서 기술평가 수준이 낮은데도 양적인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술
금융이 이루어진 결과 오히려 금융부실을 초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③ 기술평가 수수료의 개선방향

기술평가 수수료와 관련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평가 수수료를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화 하여 설계하는 한편, 기술평가의 난이도, 즉 개별 기술에 드는 평가비용을 반
영한 수수료가 차별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평가에 대한 수수료는 원칙적
으로는 기술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과거 기술
신용평가서의 모태가 된 기보의 기술평가서의 경우 평가수수료를 기업과 은행이 분담한 예
도 있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의 경우, 기술평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져야 하는 애로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기술금융에 대한 수수료의 일부라도 정부가 보조해 주고, 은행과 기업에 대한 부담
을 줄여주는 방식의 설계도 필요하다.
2) 공모전 아이디어 귀속 관련 규제
(1) 주요 내용

공모전은 불특정 및 특정의 다수로부터 아이디어 또는 생각을 모으는 대회로, 이외에도
작품, 일러스트, 사진, 음원, 영상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공모전은 다수의 인원으로부터 아
23) 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 한국경제신문,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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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 등을 구할 수 있으므로 제한된 인원과 관심사를 가진 기관에 비해 참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참여하는 응모자는 일반적으로 작품이 반환되지 않거나 저작권이 공모자에
게 귀속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그동안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이 주최하는 공모전의 응모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응모자가 아닌 주최자 또는 주최기
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약관 조항이 존재함으로써 응모자의 지식재
산권이 탈취되는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관련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
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
하여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단한 피해 사례 방지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공모전 응모자 아이디어의
탈취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창조경제 구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아이디어의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아이디어 발굴 → 신(新)시장 형성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선순환 구조는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다.
이에 앞서 2013년 12월 특허청에서도 현행 공모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모전 주최
기관은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제안자 귀속, ② 아이디어 도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③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측과 제안자의 권리 균형, ④ 아이디어 제안
자에게 조정․중재․소송 등 다양한 분쟁해결수단 선택 기회 제공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출품작의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대전시는 “2014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의 기타사항 조항에
‘당선된 아이디어의 권리는 우리시에 귀속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련 언론보도 이후에 ‘당선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으며, 응모
자와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음’으로 공고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산시 등의 경우 여전히 공모전의 지식재산권이 강제적으로 기관에 귀속되는 것
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7월 11일부터 접수하고 있는 “2014 문화나눔 확산
을 위한 사례 공모전”은 기타사항에서 ‘출품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부산문화
재단에 귀속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즉, 응모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
위에서 관련 보도자료와 시정 조치를 내렸으나, 여전히 공모전 아이디어와 관련된 지식재산
권은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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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관 부처 및 관련 규제

o 소관 부처: 안전행정부
공모전 약관 조항 및 유의사항
l IT활용 체험수기 및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 안내
-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 저작권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가 책임을 부담
- 입상작은 행안부와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뉴스레터, 행사 및 홍보물에 활용되며 공
익적 용도로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l 2014 UN 공공행정포럼 슬로건 출품 신청서
- 응모한 작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소유권은 안전행정부에 양도합니다.
-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질 것을 동의합니다.
l 자전거 안전ㆍ이용활성화 정책아이디어 공모 계획
- 제출된 제안서와 일체서류는 채택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o 소관 부처: 부산광역시(지방자치단체)
공모전 약관 조항 및 유의사항
l 2014 문화나눔 확산을 위한 사례 공모전
- 출품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부산문화재단에 귀속됩니다.
l 미래부산 2030!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 당선작에 대한 서류 및 각종 자료에 대한 지적 소유권 및 저작권은 포럼에 귀속되며, 필요시
수상작품을 전시할 수 있음
- 사단법인 미래건설포럼은 이후 홍보 목적으로 전시, 출판인쇄물,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매체를
통해 입상작품을 재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출품자에 대한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작품
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l 2014년 부산시 사회적기업 슬로건 공모전
- 제출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의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및 사용
권한은 부산광역시에 귀속됨

o 소관 부처: 강원도(지방자치단체)
공모전 약관 조항 및 유의사항
l 2014 제4회 환경도서독후감 공모전
- 입상작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주최(주관) 기관이 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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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에는 복제권, 임의변경권, 광고 및 홍보 사용권, 특허권, 2차 저작물 등 작품에 대한 모
든 권리를 포함함
- 저작권, 지식재산권, 초상권 등 분쟁에 따른 민ㆍ형사상 법적 책임 등 모든 문제는 응모자에
게 있음
l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표어 공모전
- 응모작품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한은 강원도에 귀속되고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표어 공모전 작품을 출품합니다.
l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 입상작품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는 본 센터에 귀속됨
(3) 규제 및 규제완화 필요성
① 공모전 현황

공모전은 매년 공공부문이 600여 건 내외, 민간부문이 1,900여 건 내외 등으로, 연간 약
2,500여 건 이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기획/아이디어, 디자인, 과학/공학,
게임/소프트웨어 등 아이디어 보호와 관련이 있는 공모전은 800여건(약 30%) 수준이다.

구분
중앙행정기관
공공
부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소계
민간부문
전체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59
127
67
553
1,552
2,105

564
98
64
726
1,615
2,341

315
150
130
595
1,927
2,522

284
160
144
588
2,157
2,745

342
210
83
635
1,865
2,500

2013년
11월
420
146
57
623
1,906
2,529

출처 : 특허청. (2013).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그러나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주최 측이 갖거나 지식재산권의 귀속 대상이 불분명
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공모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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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료: 특허청. (2013).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주최측
제안자
미규정
주최측+제안자
합계

중앙부처

25 (27.2%)
25 (27.2%)
40 (43.5%)
2 (2.2%)
92 (100%)

지자체

19 (73.1%)
0 (0.0%)
5 (19.2%)
2 (7.7%)
26 (100%)

공공기관

14 (63.6%)
2 (10.0%)
6 (27.3%)
0 (0.0%)
22 (100%)

민간기업

37 (60.7%)
9 (14.8%)
15 (24.6%)
0 (0.0%)
61 (100%)

합계

95 (47.3%)
36 (17.9%)
66 (32.8%)
4 (2.0%)
201 (100%)

출처 : 특허청. (2013).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위 표를 살펴보면, 주최 측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 경우가 47.3%(95건/201건)
이었으며, 제안자가 권리를 갖도록 명시한 경우는 17.9%(36건/20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현황을 근거로 주최 측이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귀속되도록 명시하고, 지식재산권 획득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공모전이 활성화 된 상
황에서 응모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시장 형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② 공모전 가이드라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여러 정부기관에
서 공모전 아이디어의 권리 귀속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의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여전히 응모자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인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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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15개 공공기관24) 및 민간기업25)의 31개 공모전 약관 조항의 위반 사항을 점검하였으
며,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공정위는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응모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의 문제이다. 조사 대상 15개 사업자의
31개 공모전 약관이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주최
자가 응모작을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가 없이 양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응모작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응모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는 수상 작품에 관한 임의 사용 조항과 추가계약에 대한 것으로, 2개 공공기관의 2개
공모전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는 수상 작품이 주최 기관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으로 규정된 불공정 약관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수상 이후에 기관과
수상자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수상작을 사용하기 위해서
는 수상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양수받거나 사용 허락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26)
셋째, 공정위의 지적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출 및 수상 작품에 지급되는 혜택의
크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응모 작품의 소유권 귀속이나 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보상’하는 측면에서 상금 또는 상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민법에서 정
하고 있는 ‘현상광고’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 675조는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일정
한 기준의 상품 또는 작품의 도급에 대한 청약과 그에 따른 계약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지
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수상 작품의 경우
지급되는 상금ㆍ상품 등의 혜택도 수상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수상 혜택
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모전에 관한 다수 고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유형별 문제점에 비하여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이후
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전히 공모전을 통한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27)
24)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
국마사회
25)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쇼핑
26)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락에 관하여는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상의 ‘전용 · 통상실시권’,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의 이용 허락’ 등의 규정이 있으며, 사용에 있어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수상작의 사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고, 사용 범위가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적절(예: 공모전
홍보, 입상작 전시 등)하다면 불공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7) 충청투데이, 2014. 8. 15. 지자체ㆍ기관들 지식재산권 제멋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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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 사례

불공정한 공모전에 대한 사례를 대부분의 기관과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정부기관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왔으나,

o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는 2012년 11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정보취약계층의 격차 해소에 대한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IT를 통한 사회통합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IT활용 체험수
기 및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공고 유의사항에서 ‘제출된 작품의 초
상권, 저작권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응모작의 저작권
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을 제한하였으며, ‘입상작은 행안부와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
지, 뉴스레터, 행사 및 홍보물에 활용되며 공익적 용도로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사용
할 수 있음’으로 규정하여 활용에 대한 사실상의 무제한적 권리를 스스로 부여하였다.
특허청이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인 2014년 2월, 안전행정부는 “UN 공공행정
포럼 슬로건 공모전”의 출품동의서에서 ‘응모한 작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소
유권은 안전행정부에 양도합니다’라는 응모작 귀속과 함께,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질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규정을 두어 응모자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책임만을
가중시키는 동의서를 요구하였다.
안전행정부는 또한 최근인 2014년 10월 “자전거 안전ㆍ이용활성화 정책아이디어 공모
전”에서도 ‘제출된 제안서와 일체서류는 채택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으로 규정하여,
지식재산권의 응모자에 대한 귀속은 명시하지 않은 채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서류의
반환 불가만을 규정하고 있다.

o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 2014년 7월 모집한 ‘2014 문화나눔 확산을 위한 사례 공모전’은 체험수
기와 아이디어 제안 및 사진 등의 폭 넓은 부문을 공모하면서, ‘출품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
으며, 저작권은 부산문화재단에 귀속됩니다’라는 제한을 두어 응모자의 권리를 탈취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월에 부산 및 동남권 지역의 2030년대 이상적인 개발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실시한 ‘미래부산 2030!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당선작에 대한 서류
및 각종 자료에 대한 지적 소유권 및 저작권은 포럼에 귀속되며, 필요시 수상작품을 전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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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이라고 하면서 당선작에 대한 응모자의 귀속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단법인 미
래건설포럼은 이후 홍보 목적으로 전시, 출판인쇄물,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매체를 통해 입
상작품을 재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출품자에 대한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작품을 사
용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여 제한 없는 사용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근인 2014년 10월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 증대와 윤리적 소비실천의 중요성을
알라가 위해 ‘부산시 사회적기업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였는데, 유의사항에서 ‘제출된 작
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의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한은
부산광역시에 귀속됨’이라고 규정하여 응모작에 대해 기관으로의 강제적인 귀속을 규정하고
있다.

o 강원도
강원도는

2014년 6월부터 ‘2014 제4회 환경도서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하였는데, 유의사
항에서 제시된 내용들 중 권리는 기관이 향유하면서 책임은 응모자가 지게 되는 규정이 다
수 존재하였다. ‘입상작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주최(주관) 기관이 소유함’이라고
규정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응모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저작권에는 복제권, 임의
변경권, 광고 및 홍보 사용권, 특허권, 2차 저작물 등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함’ 입상
작의 활용에 대한 제한 없는 권리를 스스로 부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저작권, 지식재산
권, 초상권 등 분쟁에 따른 민ㆍ형사상 법적 책임 등 모든 문제는 응모자에게 있음’이라고
하여 관련 분쟁에 따른 책임을 일방적으로 응모자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또한 2014년 7월 개최한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표어 공모전” 에서도 참가신청서에 ‘응
모작품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한은 강원도에 귀속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표어 공모전 작품을 출품합니다’라고 기술하여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응모작에 대한 모든 권리를 도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앞서 살펴본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역시 최근인 2014년 10월 강원도 기후변
화 적응역량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 적응 분
야의 도민 아이디어를 모아 강원도 특성 반영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발굴하기 위
한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신청서의 유의사항으로 ‘입상작품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는 본 센터에 귀속됨’이 기재되
어 있다.
강원도의 특징은 몇몇 사례들이 공모전 공고에서 응모작 및 수상작의 권리 관련 내용을
기술하지 않고, 신청서 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을 삽입하여 응모자
가 강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규약에 동의하도록 하였다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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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 방향

① 개선의 필요성
공모전에 제출된 지식재산권은 보호하고 응모자의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 특허청
은 공모전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
고 있다. 첫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제안자 귀속 원칙 확립의 필요성이다. 이는 지식재
산 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귀속되도
록 명문화하는 것이다. 둘째, 제안 아이디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제안된 아
이디어에 대한 무제한적 활용가능성을 규제하여, 아이디어 공모 개시부터 공모 결과 발표
후까지 공모전 운영 전 단계에서 아이디어 외부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최 측
과 제안자 사이의 권리 균형 확보이다. 본 사례연구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주최측의 권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주최측의 권리에 대한
제안자의 선택권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선방안이 크게 세 부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응모 아이디어
에 대한 권리를 원칙적으로 제안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의 약관의
형태와 이를 개선한 약관 규정의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Ÿ

Ÿ

Ÿ

Ÿ

약관 규정 부적절 사례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최/주
관/후원기관에 있다
응모작의 모든 권리는 주최/주관/후원기관에
있다
제출된 결과물의 모든 권한은 주최/주관/후원
기관에 있다
출품작의 지식재산권 및 일체의 권리는 주최
/주관/후원기관에 있다

약관 규정 예시

⇨

Ÿ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다.

자료: 특허청. (2013).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안)

그리고 공모전이 주최측 또는 공모인의 책임 하에 다수의 응모자가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개선ㆍ발전시키는 유형의 경우에는 주최, 제안자, 참여자 등이 협의에 의해 소유권을 결정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주최측은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 및 기타 참여자 사이의 수익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아이디어 접수 전에 아이디어 제안자 및 기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는 아이디어의 제안자가 지닌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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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약관 규정 예시
주최측의 책임하에 다수의 평가단이 응모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발전시킨 경우, 그
변경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소유권자는 아이디어 제안자, 주최측, 평가단의 협의에 의

해 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변경된 아이디어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순이익(또는 매출
액의 OO%)을 주최측, 제안자, 평가단이 다음과 같은 비율로 분배한다.
- 주최․주관기관 : OO%, 아이디어 제안자 : OO%, 평가단 : OO%
- 다만, 아이디어 제안자의 아이디어 및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료: 특허청. (2013).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안)

둘째,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제안자가 공모전을 통해 수상하게 된 경우, 소유권
과는 별개로 해당 아이디어의 사용권에 대한 추가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몇
몇 사례에서 수상 아이디어에 대하여 응모자의 사용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주최
기관의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부여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응모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
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최 기관이 응모작 및 수상작을 활
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와의 협상을 통한 추가계약을 통해 활용에 대한 권리 관계를 결정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하나의 방편으로 수상작에 대한 상장 및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통상실시권과 우선협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Ÿ
Ÿ

Ÿ

약관 규정 부적절 사례
주최/주관/후원기관은 수상작(선정작)을 추가
계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입상작은 주최/주관/후원기관의 홈페이지, 뉴
스레터, 행사 및 홍보물에 활용되며 일부 내
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주최/주관/후원기관은 이후 전시, 출판인쇄물,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매체를 통해 입상작품
을 재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출품자에
대한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작품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자료: 특허청. (2013).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안)

약관 규정 예시

Ÿ

⇨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
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
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가지고 주최측이 수상 아이디어
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
는 경우, 주최측은 수상 아이디
어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
질 수 있다. 다만, 수상 아이디
어 제안자가 주최측의 상장과
상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셋째, 우선협상권에 따라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였을 경우, 아이디어의 제안자는 주최 기
관에 권리 양도 등을 승낙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대가는
공모전에서 수상작에 대한 상품 또는 상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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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 으로 이해되
때문이다. 그리고 우선협상권 행사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는 주최 기관과 아이디어 제안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최 기관
제안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기관이 평가한 가치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가로 정할 수 있도
한다.

에
기
가
과
록

Ÿ

Ÿ

약관 규정 예시
주최측은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주최측에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을 승낙한다. 다만, 주최측이 제
시한 대가가 불합리하거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인이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아이
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
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최측의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
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기관이 평가한 가치로 정한다.

자료: 특허청. (2013).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안)

그러나 가이드라인과 관계기관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주최 기관 귀속 규제와 무제한적 활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특허청 및 문체부
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공모전의 주제 및 유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공모전 약관’을 개발ㆍ배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② 기대 효과
경기도는 노년층의 문화ㆍ생활ㆍ의료복지 확대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2014년 10월 “고령자 복지 플러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회하였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는
달리, 경기도는 가이드라인 및 공정위 시정조치를 적극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공지사항을
공고하였다.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안자에게 귀속
○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경기도는 통상실시권과 우선
협상권을 가질 수 있음
이와 같이 공모전에서 규약 및 약관을 정상화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비교적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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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다 할 수 있다. 경기도와 같은 공모전 시행을 통하여 기관은 공모전을 통해 제도 및 정
책을 개선ㆍ도입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편으로, 공모전에서 응모자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비밀준수와 유출방
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즉, 주최 기관이 아이디어에 대해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장치ㆍ보안규정ㆍ비밀유지약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응모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한 반환 또는 폐기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 여러 공모전에서 분쟁 및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응모자가 전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불공정한
약관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기존에 불합리하였던 공모전 약관 규정 개선을 통해 응모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지식재산권
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래 관행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
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국가적 차원의 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명

약관 조항
[길 사진 공모전]
모든 입상 작품의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
은 한국도로공사에 귀속되며,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한국
도로공사

[대학생 광고대상]
입선이상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도로공사에 귀속하며, (후략)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포함)의 모든
권한은 한국도로공사에 귀속됨.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당선자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한국도로공사에 있습니다.
[졸음쉼터 UCC 및 표어 공모전]
모든 입상 작품의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
은 한국도로공사에 귀속되며,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2013년도 주택금융 광고 아이디어 공모]
출품작의 저작권은 공사에 귀속되며, (후략)
[4행시 이벤트 홈페이지 공모전]
한국주택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귀속됩니다.
[보금자리론 수기 공모]
금융공사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있습니다.
[주택연금 홍보·마케팅 아이디어 공모]
제출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지식재산권은 공사에 귀속됨.
한국국제
[코이카 사진 공모전]
협력단 접수 작품에 관한 저작권 및 사용권한, 2차 저작권은 KOICA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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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광고 공모전]
접수 작품에 관한 저작권 및 사용권한, 2차 저작권은 코이카에 귀속됨.
[코이카 글짓기 공모전]
입상작에 관한 모든 권리는 한국국제협력단에 귀속됨.
[코이카 건축 디자인 공모전]
선정된 아이디어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
여 사용권한을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3 aT 대학생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논문에 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공사에 귀속되며, (후략)
한국농수산
[아름다운 우리 농어촌·농식물 사진 공모전]
식품
- 수상작에 한해 저작권 양도동의서 제출 의무가 있음.
유통공사 - 수상작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aT센터에 귀속되며, (후략)
[전통주 UCC 공모전]
입상 작품(특별상 제외)에 관한 모든 권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귀속됨.
한국원자력
[방사성폐기물관리 대학(원)생 경진대회]
환경공단 수상작의 저작권 일체는 공단에 귀속됨.
한국
[OLED 조명디자인 공모전]
전자
입상작에 관한 모든 권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귀속함.
[제2회 LASA 디스플레이 아이디어 공모전]
통신
연구원 입상작에 관한 모든 권한은 ETRI에 귀속함.
[전력·에너지 분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한국전력 선정된 아이디어의 사용(개발)권은 한국전력으로 귀속됨.
[대학생 전력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공사
수상 아이디어의 모든 권리는 당사에 귀속됨.
한국
[공항 휴지통 디자인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공항공사 수상 작품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공항공사에 귀속됨.
서울
올림픽기념
[스포츠산업진흥아이디어공모전]
국민체육진 수상작 아이디어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공단에 귀속됩니다.
흥공단
[주택 설계, 기술 경진대회]
한국토지 수상 작품에 관한 저작권 및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공사에 귀속되며, (후
주택공사 략)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모든 응모 작품의 저작권, 출판권, 전시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됨.
한국
[스마트마케팅 전략 아이디어 공모전]
마사회 제출된 결과물의 모든 권한은 한국마사회에 귀속됩니다.
[Next Generation Car 스토리텔링 공모전]
현대
응모작의 모든 권리는 당사로 이양됩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응원 슬로건 공모전]
자동차
주식회사 응모한 닉네임 저작권 등 기타 지적재산으로서 제 권리는 현대자동차에
귀속됩니다.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대상]
주식회사 삼성전자는 홍보용 수상 논문집 CD 제작을 위해 제한적 출판권을 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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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주식회사
롯데쇼핑

주식회사
한국
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LG MOBILE 사진대전]
등록되는 작품의 저작권은 모두 (주)LG전자에 있으며, (후략)
[롯데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됨.
[코이카 건축 디자인 공모전]
선정된 아이디어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
여 사용권한을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 대학(원)생 경진대회]
수상작은 공단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수정 혹은 변경하여 사용
가능함.

3)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관련 규제
(1) 주요 내용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특허 등이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전문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자회사를 성공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조직으로서 기술지주회
사를 설립ㆍ운영하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 기술자산의 통합 관리를 활용한 기술자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기술자산 보호(asset protection), 세금 및 보조금 혜택, 라이센스의 협상력 제
고와 거래비용 감소, 신기술 창업 기업의 설립 및 경영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추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산학협력단
(기술)

출자

수익

기술지주회사
(모회사)

출자

투자기관, 기업

출자

출자

외부기관
수익

수익

자회사

자회사

수익

2008년 9월 제정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설립을 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설립ㆍ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4년 2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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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전체 33개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149개의 자회사가 운영 중인 뿐이며, 총 자본금은
851억 원에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미진한 수준
이라 할 수 있다.
활성화의 한계에 대한 원인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TLO)과의 분리 운영 문제와 동시에 기
존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던 현물출자 비율과 인건비 비율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물
출자 비율의 제한은 제정시 50%에서 30%로 완화되었다가, 2014년 4월 전부개정을 통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인건비 비율은 해당 규정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의 ‘기술지주회사 활성화기반구축사업 시행 공고’에 여전히 명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기술지주회사와 산학협력단이 함께 시너지를 내기 어
려운 제도적 구조이다.
(2) 소관 부처 및 근거 법령

① 기술지주회사
o 소관 부처: 교육부
o 근거법령: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6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 ① 삭제
②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다른 대학 산
학협력단, 학교법인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
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이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인 회사의 의사결정과 권리의무에 관
한 사항은 「상법」을 준용하거나 해석례에 따른다.
제4조(설립인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산학협력단이나, 학교법인 또는 연구기관(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
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 산학협력단을 정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가. 설립목적
나. 출자내역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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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포함)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및 기타 증빙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
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교육부장관은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설립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아
니한다.
1. 설립기관이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2013년 기술지주회사 활성화기반구축사업 시행 공고
Ÿ 지원내용: 공공 R&D 기술사업화를 위한 직접비 및 기술지주회사 전담인력 인건비
(총사업비 중 직접비 70%, 인건비 30% 구성)

② 신기술창업전문회사
o 소관 부처: 중소기업청
o 근거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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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2.

1.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5.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6.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알선
7. 대학ㆍ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ㆍ기술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3) 규제 및 규제완화 필요성

①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이해
기술지주회사가 활성화 되지 않는 원인의 하나로, 기술지주회사와 협력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산학협력단과의 인가부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
의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전문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자회사를 성공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기
술지주회사와는 달리,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현물 출자하여 직접 회사를 세울 수 있는데, 이
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고 한다.
이는 애초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출연 또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자회사형태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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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견인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학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설
립절차는 아래와 같다.

절차

출자기술 확정
↓
기술가치 평가
↓
참여기관 협상
↓
기술출자 승인
↓
관할법원 승인

세부 내용

· 출자할 특허 스크리닝

· 기술출자에 따른 법원공증용 가치평가
·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발명진흥회 등 공인 기술가치평가 기관

· 참여주체 간 주식비중, 투자규모 등을 협상

· 소유자(대학 등)

→

(지주회사)

→

공동연구법인

· 출자기술을 자본금으로 산입하기 위한 공증
* 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 : 지주회사와 자회사 관할법인의 승인이
각각 필요(2회)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형태 : 관할법원이 승인(1회)

↓
법인 설립 등기
↓
사업자 등록
↓
특허권 명의 이전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청(필요시)

· 출자대상(기술, 현금 등) 확정 후 등기절차 진행
· 등기필요서류(주금납입증면서/잔고증명서, 창립총회·이사회 회의록, 정관 등)

· 사업자등록 필요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특허청에 특허 명의이전 신청
· 최종 현물자산의 이동

· 증여세 감면을 목적으로, 신기술창업전문승인 신청
* 설립형태가

출처 :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설명자료.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형태

인 경우에만 신청

즉,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설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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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분을 산학협력단이 직접 소유ㆍ지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주회사
와의 공통점은 첫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사업화라는 측면과, 둘째, 각
(창업)회사에 참여하는 교직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소속 대학의 장이 승인하는 겸직허
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창업기업에 임직원으로 활동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셋째, 상법상의
영리회사로 설립, 운영된다는 점이다.
차이점으로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경우 자회사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기
술창업전문회사가 기술지주회사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술지
주회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와의 유기적인 연계성과 지원 방안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② 규제의 문제점
살펴본 바와 같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기술지주회사 제도는 긴밀히 연계되어 서로 협
력하고 발전가능성을 이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이 현물출자를 하
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기술지주회사로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지
만, 궁극적으로 기술을 자본화하여 활용과 산업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적 설계의 문제로 인해 유기적인 제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활성화가 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4년 1월 16일 전자신문은 ‘대학기술지주회사 유명무실 원인은 교육
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이라는 큰 그림에서 운영을 총괄하지만 연구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을 보유하고 이를 즉시 사업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산자부나 미래부, 중소기
업청보다 이해도나 운영 능력이 떨어진다. 교육부는 초·중·고등교육이나 입시에 만전을
기하는 조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너지를 내야하는 기술지주회사와 산학협력단은 기술을 현물출자해
회사를 세울 때 인가부처가 각각 다르다. 소관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산학협력단의
경우 보유한 기술을 통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만들려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의 적용을 받아 중소기업청에서 인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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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설립인가 신청서

대학

첨부서류(설립계획서, 임원의 이력서)

→

교육과학기술부


서류적합성
검토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구비여부, 정관, 사업계획서
등 필수 기재사항 검토
*

교육과학기술부

보완사항 도출 시 보완 요구


설립요건 검토
주식회사, 임원 결격사유, 기술출자비율, 상근인

-

력, 전용공간 구비 여부
설립인가 심사

설립인가자문위원회 개최․자문

교육과학기술부

①

사업계획서 설명:신청대학

(자문위)

②

질의,토론:자문위원

③

현장확인:전용공간,자회사 등

④

최종심의 및 결론:인가여부 결정

→신청대학


인 가

심사결과 적합 시 설립인가서 교부
*

설립신청시부터

30일

이내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

출처 : 조근태(2011).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사업화촉진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즉, 기술지주회사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교육부
의 인가를 받는다. 그러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
라 중소기업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결국 어느 정도 유사성을 지닌 기술지주회사 및 신
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가 인가 기관의 차이로 인해 회사의 성격 및 운영 방식 등 실질적이
고 세부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지주회에
적용되는 인건비의 제한문제이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시된 규
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기술지주회사가 활성화 되지 않는 원인의 하나로 인건비의 제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3년 8월 발간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보고서에서28) 전체 사업
비 중 인건비 비중 제한을 없애거나 직접사업비 항목에 외부 전문가 활용 항목을 추가할 필
요성이 있다는 정책 제안이 있었으며, 2014년 1월 언론보도에서도29) 기술지주회사가 유명
무실한 원인의 하나로 인건비 제안으로 인한 고급 인력 고용이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고 있
2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대학ㆍ출연(연)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STEPI Insight 제123호.
29) 2014. 1. 16. 전자신문. ‘대학기술지주회사 유명무실 원인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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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학부에서 관련 지식을 공부한 사람을 선발하여 정부 프로그램으로 재
교육하는 실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분야
전문인력은 정규직 기준으로 1.6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부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 항목이 없어 예산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특
허청이 100억 원 규모의 대학 특허기술 사업화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기술지주회사 등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에 나서기로 하였다.30) 이에 펀드 자금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과 특허기술
의 사업화와 기술지주회사 운영 정상화의 효과를 위해서 인건비 제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간의 괴리는 양 제도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며, 결국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외부의 기대와 노력에도 불구
하고 활성화가 어려워지는 원인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4) 개선 방향

① 개선의 필요성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특허청이 100억 원 규모의 대학 특허기술 사업화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기술지주회사 등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에 나서기로 하였다.31) 이에 펀드 자
금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과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기술지주회사 운영 정상화의 효과를 위해
서 인가 기관 및 관련 법제를 일관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기초연구 성과가 응용 및 개발 연구로 연계되어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통해 경제
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기술지주회사와
관련된 제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대학이 창업전진기지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위에서 제시한 인건비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사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시행 공고상의 인건비 비율 제한 규정을 완화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비율 완화는 기존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이나, 기술
지주회사 운용에 있어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0) 2014. 6. 2. 특허청 보도자료. ‘특허청. 대학 특허기술 사업화 전용 펀드 조성’
31) 2014. 6. 2. 특허청 보도자료. ‘특허청. 대학 특허기술 사업화 전용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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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상 효과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대학)의 기술에 기반하나, 기본적인 목적이 기초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과 산업화에 있으므로 제도의 관리와 운영의 축이 기업과의 협력과 연계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충되지
않는 법제 아래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
도 간의 전환과 협력이 유기적으로 일어나 지식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선진기술력 확보가 가
능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신기술의 발 빠른 활용과 학제 간
융합산업의 발달로 창조경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식재산권 활용 환경 관련 규제
1) 특허업체 수의계약 관련 규제
(1) 주요 내용

정부가 민간과 수행하는 계약은 당사자와 집행 방식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며, 이러한 목적과 함께 정부조달협정의 타결에 대비하기 위하
여 1995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위 법에서 계약은 일
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 제한경
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하고 효율
적인 정부계약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2005년 제정되
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
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
성을 높이는 것이 법률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
선정절차를 명문화하고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수의계약의 투명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계약을 위해 규정된 위와 같은 규제로 인해 수의계약 과정에 있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계약상대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014년 7월 대전시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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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신교통수단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수행하였는데, 관
급자재 구입 과정에서 ‘고 내구성을 지닌 투수(透水)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그 제조방법’이
라는 특허를 보유한 H사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정하여 시공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경쟁업체가 2012년 대전시 감사결과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대전시는 2012
년 각 구별 정기종합감사에서 서구의 하수도 악취배수용 배수커버 물품구입이 특허물품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위 법 시행령에 따라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주의 요구를 처분한 사례가 있었다.32)
이에 대전시는 2012년 감사처분결과를 근거로 H사와의 계약을 백지화하였다. 신문기사에
따르면,33) 특허청의 관계자가 "계약법에도 특허나 실용신안을 받은 제품 중에 대체ㆍ대용품
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경우와 같이 특허제도의 취지나
특허를 받게 된 경위 등을 무시하고 제동을 걸게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공사나 물품 구매
는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과도한 규제의 적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즉, 본 사례와 관련된 규제는 수의계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경우에
도 불명확한 규정과 그 규정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근거로 하여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하나의 지자체에서 이루어진 사례로 단순히 이해하게 된다면, 추후
다른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행사례로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2) 소관 부처 및 근거 법령

o 소관부처: 대전광역시(지방자치단체)
o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2) 2012년 대전시 정기종합감사 서구 감사결과 일련번호 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의거 특허물품을 구매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따라서 00과에서는 특허에 의한 수
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대용품이나 대체품 등 경쟁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여 추
진하여야 했음. 그런데도, 서구 00과에서는 3개 업체의 특허제품 ‘악취방지용 배수커버’ 등이 있어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었는데 조달청에 통보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에 대체ㆍ대용품 없음“으로 제출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못을 위
반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33) 2014. 07. 31. 충청투데이, ‘대전시, 우수업체 싹 꺾고는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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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안전행정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
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
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
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
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
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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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이하 생략

(3) 규제 및 규제완화 필요성

① 수의계약의 이해
국가계약법은 수의계약의 정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특정조달
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6호는 “발주기관
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
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절차에 의하지 않고,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계약의 형태가 할 수 있
다. 수의계약은 입찰절차에 의하지 않을 뿐이며,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자격은 일반경쟁
입찰의 자격과 동일하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방법과 비교할 때 국가계약법상의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으로서는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계약을 집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중소기업자나 국가유공자단체 등을 보호․육성하는 정책적 효과를 달
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수의계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계약체결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부
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경쟁이 부족해 가격파괴와 품질혁신의 유인이 낮아 예산절감 효과
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편의성을 중시하여 제한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너무 빈번히 사용해
자의성이 개입하기도 하며, 계약의 상대방이 해당 행정기관에 익숙한 사람으로 고정되어 오
랜 유착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즉, 믿을 수 있는 공급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경쟁입찰의 원리가 배제됨에 따라 계약담당자의 자의가 개입될 우려가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남용하게 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34)35) 특히, 모호한 절차와 기준에 근거한
수의계약을 이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기보다 수의계약대상자가 되기 위한
로비활동에 치우필 수 있으며, 이는 계약에 대한 비용의 부담을 일으키는 동시에 사회 전체
적인 신뢰의 하락과 정부 신뢰도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34) 정원(2010)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경쟁입찰계약으로 전환하게 되면 10-15%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35) 정원. (2010). 지방자치단체계약상 수의계약의 한계와 발전방안. 「지방계약연구」, 2(1): 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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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의계약 현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주요 내용의 하나
로 수의계약절차의 투명화를 꼽고 있으며, 실제로 위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공개경쟁계약을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거나 수의계약으로만 필요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의계약의 특성에 따라 일부 업체나 개인이 특혜를 받는 등의 사건이 실제로 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 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율은 적지 않은 편이다. 2003년 중앙
구매기관인 조달청은 21조여 원의 금액 중 23%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고, 구 국방부조달
본부(현 방위사업청)는 6조 6천억여 원의 금액 중 91.8%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다고 한
다. 한편,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0년 6대 광역시 재정공시를 비교분석하면서 아래
와 같이 정리하였다.

구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액

총 수의계약

백만원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65,347

22,748

10,529

10,749

6,213

14,404

비율

9.5

2.2

4.1

6.6

10.5

3.9

건수

1,561

286

349

212

62

411

비율

44.3

35.1

25.3

31.6

12.7

35.3

출처 : 정원. (2010). 지방자치단체계약상 수의계약의 한계와 발전방안. 「지방계약연구」, 2(1): 121-153.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비율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는 10%
미만의 낮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수의계약의 비율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4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각각 35.1%, 35.3%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보았을 때,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중 1/3 가량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주로 수
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금액의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과도하게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계약건수로 보자면 지자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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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
한편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감사원이 41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접
수된 민원사항 25건과 정보사항 17건을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밝히면서, 부당 수의계약을 수행한 공무원들을 적발하여 징계ㆍ주의 등의 조
치를 내렸다.36) 그리고 9월 12일에는 충남의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관급자재 구입시 부적정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37)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한 두 사례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래 표는 한국언론진흥재단(http://www.kinds.or.kr)에서 ‘수의계약’과 ‘의혹’의 키워드로
제목만을 간추려 수집한 기사의 제목이다. 상당히 제한적인 조건으로 검색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여러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시

언론사

2014.08.16

매일경제

2014.08.14
2014.06.25
2014.05.09
2014.05.04
2014.02.05
2014.01.09
2014.01.07

전남일보
전북일보
인천일보

SBS

경향신문
중도일보
새전북신문

기사 제목
철도시설공단, `철도비리 의혹` 삼표이앤씨 제품 1240억원
수의계약
영광군 농기센터, 수의계약 특혜의혹
하천 가동보 수의계약 의혹 검찰이 밝혀라
안성시, 체육시설 수의계약 특정업체 특혜의혹
해양수산부 석연찮은 수의계약...특혜 의혹
대행사가 모든 수입 갖게 수의계약 ‘특혜' 의혹
철도시설공단 특혜의혹 업체, 코레일도 1년전 수의계약
버스 외부광고 수의계약 검찰, 의혹 관련 조사 착수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2014년 10월 7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공개한 ‘전라북도 지자
체 학술연구 용역 실태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등 7개 지자체가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반 동안 377건의 각종 학술
용역을 발주하였는데(총 비용 220억 7366만원), 용역을 특정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용역 결과도 거의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38)

36) 2014. 09. 03. 경남신문, ‘민원처리 甲질’ 도내 공무원 적발.
2014. 09. 03. 강원일보, 친척에 계약 몰아준 홍천군 공무원.
37) 2014. 09. 12. 대전일보, 서산·부여·청양, 관급자재 특혜성 수의계약.
38) 2014. 10. 08. 서울신문, 지자체 도 넘은 학술연구용역 몰아주기
- 83 -

지자체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합계

용역건수

수의계약

144건
48건
111건
16건
16건
16건
26건
377건

123건 (85.4%)
38건 (79.2%)
59건 (53.2%)
9건 (56.3%)
14건 (87.5%)
16건 (100%)
26건 (100%)
285건 (75.6%)

홈페이지 공개
28건 (19.4%)
13건 (27%)
1건 (0.9%)
2건 (12.5%)
- (0%)
- (0%)
- (0%)
44건 (11.7%)

출처 : 2014. 10. 08. 서울신문, 지자체 도 넘은 학술연구용역 몰아주기

위 자료를 제시한 신문기사에서 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학
술 용역을 행정행위의 면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용역은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과도한 수의계약과 특정 기관에 집중된 계약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
자는 또 “일부 용역은 낭비성 혐의가 짙고 자료의 상당 부분이 누락돼 문제가 발생할 만한
내용을 일부러 감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용역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야 한다”고 말하기 하였다.

- 84 -

④ 규제의 필요성 및 한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하여 법규정을 통해 일정한 제한
을 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인과 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특정인이 특허 등을 가진 경우에도 특정한 대용품이나 대체품
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는 수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계약 상대
방인 특정인 외에도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개인 또는 업체가 배
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앞서 살펴본 부당 수의계약 사례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조항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
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차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동일한 제
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국가 전
반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문제가 된 규제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은 배타적 효력을 가진 특허의 특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허(特許, patent)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
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허권을 인정받은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용품이나 대체품을 찾기
어려우며, 존재하더라도 특허품이 기존 물품에 비해 월등한 품질과 성능을 가진 경우가 많
기 때문에, 특허를 보유한 경우에도 적절한 대용품ㆍ대체품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만
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과다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4) 개선 방향

① 개선의 필요성
특허제도는 기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수반하는 만큼,
특허권을 보유한 경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이 수월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도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2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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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4호 사목 후단에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라는 제한을 둠으로써 실질적
으로 효과적인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조항의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
품이 없는 경우’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한 또는 단서 규정을 두더라도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특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대한 규제의 개선의 개선과 완화가 필요하
며, 부당한 수의계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용품ㆍ대체품에 대한 검토 여부
에 앞서, 해당 특허가 계약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을 다
르게 할 필요가 있다. 특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복잡하고 소모적인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 과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의계약이 타당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수의계약을 무조
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대용품 및 대체품이 없는 것에
대한 검토 및 사유서를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하고 이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가능할 수 있
을 것이며, 정부가 계약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기술에 대해 특허의 우수성이 직접적으로 기
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그렇지 않고 계
약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직접적이지 않고 부수적인 특허인 경우에는 대용품ㆍ대체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이 동
일한 구조와 형식의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체계의 일관성과 적용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를 개선함에 있어 동일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예상 효과
수의계약과 관련한 논쟁은 계약의 효율성과 독점적 지위의 폐해 사이의 줄다리기와 같다
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쟁적 입찰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방 선정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계약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로 인하여 제대로 된 계약상대방이 선택되었는지 비교분석 및 검증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
기 때문에 비리와 부패의 문제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사례분석의 대상 규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사목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를 보유한 계약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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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는 동시에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 자체가 우수한 기술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적 지
위를 국가가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면, 기술개발에 대한 연
구자 및 기술자의 동기부여와 함께 특허 활용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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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후사경 설치규제
(1) 주요 내용

2010년 국내의 B기업은 자동차에서 없앨 수 있는 마지막 부품으로 꼽히고 있는 사이드
미러를 제거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하였다. 20억 원을 들여 사이드 미러
대신 카메라를 달아 차 안에서 모니터로 후방을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국내 모든 자동차가 ‘후사경’을 설치해야 하
는 규정으로 인해, 세계 자동차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업의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39)
“사이드 미러로 반드시 거울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 지원
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특허 획득 후에도 판로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규제로 인해 활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 또한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국내의 상황은 최근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을 중심으로 후사경
대신 카메라를 장착한 자동차가 잇따라 선보이는 점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즉 유엔 유럽경
제위원회(CEE-ONU)가 유럽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사이드미러가 없는 자동차 생산 승인
조치가 최종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40) 이에 따라 이르면 2015년부터 유럽의 자동차 제조
업체는 사이드미러 대신 ‘Sightstream’이라 불리는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을 장착한 자동
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럽의 자동차 업계는 향후 본격화 될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
기 위해 신제품 개발,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스바겐이 지난해 선보인 초고효율 차량인
'XL1' 쿠페에는 사이드미러와 백미러 대신 3대의 비디오 스크린이 장착돼 있다. 도요타의
'NS4' 콘셉트카, 혼다의 '콘셉트M' 등도 사이드 미러 대신 소형 카메라를 장착했다. 또한
프랑스의 3개 자동차 회사는 푸조 208 하이브리드 Air 2L, 로느 Eolab, 시트로앵 C4 Cactus
Airflow 등의 모델에 대해 사이드미러 대신에 카메라를 부착해 보이기도 했다. 이에 더해
닛산에서는 승용차의 앞뒤와 좌우 사이드 미러 하단에 1개씩 4개의 카메라를 통해 내비게이
션 화면에 차량의 사각지대를 비춰주는 ‘어라운드뷰 시스템(AroundView system)’을 개발하
였는데 이 시스템은 시속 20km 이내에서 작동하며 실시간 주차 궤적도 보여 주기 때문에
운전자는 화면만 보고도 주차를 할 수 있다. 한편 BMW, 크라이슬러, 포드, 토요타, 메르세
39) 2014. 6. 12. 전자신문. ‘사이드미러는 반드시 거울로 만들어야 하나..."후진적 규제 조항 때문에..."’
40) 프랑스자동차공업협회(CCFA)의 9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CEE-ONU의 회의 진행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프
랑스 공인 자동차 형식승인(Homologation) 시험소 UTAC의 장루마뒤엘 이사는 현재 검토 중인 최종 수정안
은 9월 말 최종 회의를 거쳐 2015년 중에는 채택될 것 이라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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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벤츠 등으로 구성된 미국자동차제조업체연합은 최근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 측
에 사이드 미러 대신 사이드뷰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 자동차 시장에서 사이드미러가 퇴출될 가능성이 확실시됨
에 따라 사이드미러 제조업체는 생산라인을 축소하거나 다른 제품용으로 교체해야 하는 등
의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이드미러 대용 카메라 및 스크린 수요는
선진국 신차 시장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확실히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동차 후사경을 대체하는 카메라의 활용이 가시화 되고 있으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여전히 후사경 대신 카메라를 단 자동차를 판매할 수는 없다.
물론 이런 자동차 제품에 대한 수입도 불가능하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규제제도의 개선이
지체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 카메라의 장착이 활성화 되면
국내 카메라 관련 업체들에게는 관련시장의 확대에 따른 사업기회의 넓어지는 등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제의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2) 소관 부처 및 근거 법령

o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o 근거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후사경 등)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 및 뒤쪽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
도록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별표 5의6과 같이 설치할 것
가. 반사면은 수평·수직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고[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視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은 제외한다], 지지부는 예리
한 돌출물이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구조일 것
나. 다음 구분에 따른 후사경별 시계범위에 적합할 것
1)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7
2) 광각 실외후사경(실외후사경보다 넓은 범위의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실외후사
경을 말한다)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8
3) 근접 실외후사경(조수석 하단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실외후사경을 말한다)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9
다. 측면 창유리 또는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 세척되는 부분을 통하여 나
목의 시계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다만, 10인승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우측에
설치하는 실외후사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실외후사경 및 광각 실외후사경의 아랫부분에는 4.5밀리미터 이상 6.5밀리미터 이
하 글자크기로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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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및 규제완화 필요성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라는 운송도구의 특성상, 일정한 기준을 강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안전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강제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경우, 오히려 운송수단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기
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연구자의 개발의욕을 꺾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국가 창
조경제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후사경 대신 카메라를 부착하여 후방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경우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먼저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보다 안전한 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3년 혼
다는 어코드 모델에 레인워치(LaneWatch) 시스템을 채택한 차량을 출시했다. 레인워치 시
스템은 사이드미러에 카메라를 장착한 것으로 운전자들의 조수석쪽 사각지대를 개선한 것이
다. 또한 닛산은 카메라 네트워크 어라운드 뷰 모니터(Around View Monitor)를 통해 위에
서 차량을 조망하는 형태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사각지대를 없앴다. 이 시스템은
차량 뒷범퍼에 장착된 후방 카메라와 차량 내 중앙 LCD스크린을 연결 해 기존 백미러로
볼 때 보다 더욱 선명하고 정확한 상을 비춰주기 때문에 운전자는 백미러 뒤에 부착된 스위
치만 켜면 뒷좌석 짐이나 승객의 앉은키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에 집중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후사경에 의존한 운전보다 훨씬 안전한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NHTSA에 따르면 차량 후진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미국 내에서 연간 210명이 숨지고 1
만5000명이 부상을 입는다고 한다. 특히 5세 이하 어린이가 전체 사고의 33%에 달하고, 70
세 이상 고령자도 26%에 달했다. 카메라의 설치로 사각지대가 없어지면 이런 문제가 해소
될 수 있다.
둘째, 자동차 운행에 따른 공기저항을 줄여서 연료효율을 개선해 준다. 기존의 사이드미러
는 돌출되어 있어서 벽이나 옆 차와 부딪혀 망가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속도를 방해해 연료
의 효율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 효과는 매우 기대가 크다. 이에 대해 프랑스 부품업체인
발레오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사이드미러를 없앨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주행거리 1㎞당
1.3g 줄게 되며 연비도 높아질 것으로 조사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BMW, 크라
이슬러, 포드, 토요다, 벤츠 등 업체로 구성된 ‘미국 자동차제조업체연합’은 최근 NHTSA측에
사이드뷰 미러 대신 사이드뷰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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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4년

2015년 예측

2013년 대비

금액

1,227억 엔
(1조2267억 원)

3,609억 엔
(3조6083억 원)

5.1배

출처: 主要自動車部品４８品目の世界市場を調査, 2014. 9. 19., p.1.

한편 이런 자동차 후사경을 대체한 카메라 관련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이 시장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41) 즉 일본의 자료를
보면 자동차 카메라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카메라 부품
시장의 경우, 종래에는 후면 등의 간단한 사각 모니터링 용도가 주체였지만, 선진 안전 지
원 시스템 (ADAS)의 수요 확대 등으로 센싱 용도가 급증하고 있다. 북미에서는 2013 년에
KT 법(Kids and Transportation Safety Act)에 의한 후면의 탑재 의무화로, 모니터링 용
도의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은 확대했다. 또한 이미 카메라 메이커, 자동차 메이커는 후면
탑재 의무화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2014 년 이후에도 모니터링 용
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차선 이탈 경보 (LDW), 차선 유지 지원
(LKA) 등의 센싱 카메라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EuroNCAP의 평가 기준에 채택됨으로써 수
요의 급증이 예상된다.
또한 서라운드 뷰 탑재가 일본,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고급 차종에서 진행되고 있
다. 2014 년 시장은 1,227 억 엔이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용도의 카메라가 감지 용
도도 겸할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용도의 수요가 포화하지만, ADAS 및 자동 운전으로 사방
을 감지하는 용도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2025년에는 2013년 대비 5.1배의 3,609억 엔이
예측된다.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관련규제의 개선은 시급하다.
(4) 개선 방향

자동차 업계에서 세계적인 경향을 선도하는 동시에 국내의 연구개발에 대한 활성화를 가
져오기 위해서는 현재 지나치게 경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이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
에 대한 시험 기준과 함께, 자동차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 두루 기술되어 있는데, 안전 및 성
능에 대한 기준은 자동차의 운전자 및 동승자와 상대방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 등의 생명과
41)

「２０１４ ワールドワイド自動車部品マーティング便覧」

(ＵＲＬ：ｈｔｔｐ：／／ｗｗｗ.ｇｒｏｕｐ.ｆｕｊ
ｉ－ｋｅｉｚａｉ.ｃｏ.ｊｐ／ ｈｔｔｐ：／／ｗｗｗ.ｆｃｒ.ｃｏ.ｊ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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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적절한 규제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구조에 대한 규제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획기적인 형태 및 구조로 변경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기술 및 디자인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선도적 기술을 확
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제거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동차의 후사경 설치규
제와 관련해서도 안전을 담보할 수만 있다면 카메라 장착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규제를 개선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동 규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미 2010년에 개발되어 특허가
완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통해 이 기술의 산업화를 가로막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
의 자동차 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는 규제가 합리화 되었거나 개선
을 위한 신속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규제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이와 같은 기존의 규제와는 상충되는 새로운 제품의 출현과 그것의 활용이 활성화
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그레이존(grey zone) 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를 적극적
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42)
먼저 그레이존 제도는 이는 기존규제가 기업의 신규진입을 막고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사업계획의 적법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인증해 기업이 안심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회색지대는 신규 사업이 어느 사업영역에 속
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를 지칭한다. 기업 단위에서 규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의료분야
등 신사업 분야의 경우, 사전에 해당 사업이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1개월 내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예컨대 닛산자동차는 운전자가 심장마비 등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컴
퓨터 제어로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자동정지 장치를 개발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사업추진
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미리 받을 수 있었다.
한편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존의 안전규제를 대체할 다른 조치를 기업이 창의적으로 제안
하고 담당부처가 승인한 경우, 또는 해당 부처가 대안이 문제해결책으로서 충분하지 못하다
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치 못한 경우에는 그 조치에 대하여 규제특례 조치가 이루어진 것
으로 의제하는 방식이다. 즉 기존의 규제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규제가 의도하는
목적은 달성하는 더 나은 방식이 있다면 이를 검토해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일본에
서는 기업단위로 적용되는 이 제도를 통해 도시바와 가스용기검사업체 3사가 반도체 제조
관련 가스용기 안전검사에서 현행 법률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초음파검사를 용인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경제산업성이 이를 특례조치로 승인한 결과 반도체 가스용기의 검사기간
이 수개월에서 하루로 단축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42) 김은지(2014), “일본의 규제개혁추진현황과 평가”, KIEP지역경제포커스 Vol.8. No.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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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 무기체계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
(1) 주요 내용

국방 무기체계의 연구ㆍ개발ㆍ평가ㆍ지원 및 군용물자의 연구위탁ㆍ연구지원 등의 목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 기조에 맞추어 민군기
술협력을 전담하는 창조국방사업단을 신설하는 등 국방기술의 민간사업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4년 4월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거래시스템(IP-Market)에 국방과학연구소의
특허기술이 공개되어 민간에서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8월에는 연구소 산하
국방기술지주회사를 2015년에 설립한다는 계획을 확정하여 국방기술 이전 컨설팅 사업을 수
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기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개 및 지원서비스에 그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한 연구개발물의 소유권 관
리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의 하나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개발 참여자의 권리 인정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국방부 발명의 특수성에 따라 연구 성과물에 대한 귀속권에 있어서도 고려가 필요
한 사항이 존재한다. 첫째로 일반적인 발명 및 연구의 경우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발명이나, 대부분의 국방발명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가 군에 한정된다는 특징
이 있다. 그리고 둘째, 국방발명의 특성상 비밀로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후에 사용권
에 있어 제한될 수 있다. 즉, 이러한 특성에 따라 국방발명의 연구결과는 특허권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박송기ㆍ이상협, 2013).
현재 국가 R&D 사업에 따라 창출된 무형적 연구결과물, 즉 기술자료 및 지식재산권 등
에 대한 귀속은 참여기관 또는 수행기관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43) 그러나 국방 R&D 사
업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성과물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국과연에 귀
속되어 연구개발자 귀속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국방 R&D 사업으로 창출된 연구결과물에 대한 귀속의 문제는 관련 법령이 통일
되어 있지 않아 일관된 원칙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크게 일반무기
체계와 비무기체계의 두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일반무기체계의 R&D에 관한 규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을 다룬다는 점에서
성과물의 연구개발자 귀속 원칙을 다소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규제가 지나치다는 문
제가 있으며, 비무기체계의 개발 연구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협약에 의존하거나, 그대
로 국방부에 귀속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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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관 부처 및 근거 법령

o 소관부처 : 방위사업청
① 일반무기체계
o 근거법령 :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9조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9조 (기술자료 등 소유권/사용권)
① "갑"이 제공하는 모든 기술 / 기술자료, 각종 규격서 및 관련문서의 보관책임은 "을"

에게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되어 국가예산으로 연구개발한 일체의 기술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
은 국가에 있다.
③ "을"은 사업기간 중 획득하는 모든 기술, 기술자료 및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을 가지며,
사업종료 시 "갑"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④ "을"이 기 확보된 기술의 수정 / 보완으로 발생한 기술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며,
공동소유 여부는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갑"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 계약 이전에 "을"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사용
권을 가지며,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을"의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
하여 "갑"이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비무기체계
o 근거법령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

국방과학연구소 용역계약일반조항 제20조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제114조의4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
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국방과학연구소 용역계약일반조항

제20조 (권리의 귀속)
① 별도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의 모든 권리
는 “갑”에 귀속된다.
② “을”은 사전 “갑”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언론매체에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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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제114조의4(기술자료 소유권)

국방 규격화한 개발품의 기술자료(TDP)의 지식재산권은
국방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은 정부부처 및 업체간
협약에 따른다.
(3) 규제 및 규제완화 필요성

① 교제 관련 해외 사례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사업성과물은 국과연법에 따라 국
과연이 소유하고, 기타의 경우 방위사업관리규정과 각 사업의 표준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국
가 또는 국과연이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면, 아래 표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국가

지재권 관련 규정
◦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국과연(ADD) 보유
한국
◦민군사업 민간보유 가능
미국
◦특허권 연구기관 소유, 정부 개입권 및 통상실시권 보유
◦미국과 유사하게 연구개발업체 특허권 소유, 정부 재실시권부 실시권 보유
영국
※ 예외적 국가 소유(DEFCON703) : 산업계가 동의하는 제한되고 특정한
상황에만 적용
◦지재권 정부보유, 업체 실시권 보유 또는 지재권 업체 소유, 실시권 정
프랑스
부 보유의 선택적 규정
◦국방성은 자금 지원연구결과나 자체 내 연구결과에 대해 지재권 비취득 정책
이스라엘
※ 국방기술의 민간활용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출처 : 최치호(20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 KISTEP Issue paper 2013-13.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국과연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되는데 반해, 미국은 연구
기관에 귀속되고 정부는 개입권 및 통상실시권을 보유하게 되어 지식재산권의 연구개발자
귀속원칙과 국방기술에 대한 국가 통제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영국은 미국과 유사한 형태
이며, 프랑스의 경우 지식재산권과 실시권의 귀속에 대해 정부와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발자 귀속 원칙을 준수하고 있
어, 국방기술의 민간활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기업의 국제경쟁
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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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용권과 개입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방 R&D의 특수성 이전에 연구결과물의 국가소유에 대한 규정의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최치호. (20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 KISTEP Issue paper 2013-13.

즉, 국방 선진국은 연구기관이 국방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정부는 실시권을 확보
하여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방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수
행기관의 연구결과물 소유 및 실시제한, 개량기술 개발제한, 기술료 및 발명자보상제도 불비
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하여 국방력과 국가경쟁력은 물론 방산산업의 신성장 동력
화에도 큰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② 일반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의 이해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무기
체계 관련 기술자료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기본적으로 국가 귀속 원칙으로 되어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성과물에 대한 개발자 귀속 원칙과 상충되나, 국가의 예산으로
창출된 성과물이라는 측면과 국가의 안보체계와 관련된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조 제5항에서 사업 이전에 개발자가 취득 및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도 사
업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방사청이 사용권을 갖는다는 것은 개발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
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 조항 후단에서 개발자의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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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도 방사청이 사용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조항과 같이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창출된 기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방 무기체계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라는 이유로 방사청이 사용권을 획득하게 된다면, 개발자는 그 사용권한
을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수한 특허 및 기술을 보유한 개발자가 방사청
사업에 참여할 유인을 잃게 되어 국가 전체적인 기술발전 수준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비무기체계는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
요소”를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병력운영과 장비유지에 필요한 장비․물자와 개인의 기본 및
방호 장구류 등을 지칭하는 일반군수품과 국방정보시스템, 교육훈련용장비 및 물자, 기타 일
반시설과 같이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장비와 물자로 구분하고 있다. 비무기체계와 관련
하여서는 업체투자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규정의 미흡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일반무기체계

비무기체계

- 국방정보체계를 제외한 비무기체계
- 무기체계 소요결정 및 수정에 관한
의 소요결정 및 소관사업의 관리
국방부
업무
- 비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수
립, 제도발전 및 업무 조정ㆍ통제

각군

-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 검토, 작성
- 각 군에 위임된 비무기체계 소요 결
및 수정 건의
정 및 사업관리
- 전장기능별 중, 장기전력 및 성능 개
- 비무기체계의 군사요구도 검토, 작성
량 소요 요청

방사청

-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관리
- 군수품 중앙조달 및 표준화, 품질 보증
- 무기체계 시험평가 및 획득단계 분석평가

국과연 -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시험

출처 :

박송기ㆍ이상협. (2013). 국방 지식재산권 창출ㆍ활용을 위한 연구: 국유특허와 비무기체계 업체투자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8(4): 57.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에서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과연이 발
명한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국과연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
구소가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일반조항 제20조에서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이 국과연에 귀속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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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제114조의4는
규격화된 개발품의 지식재산권이 국방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협약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권 규정은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자 귀속 원칙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부의 상충
되는 조항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실질적으로 무기
체계 위주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비무기체계 분야에 대한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다(김영건, 2011). 그러므로 현재 관련 조항의 충돌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을 수 있으나, 추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분쟁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③ 규제 개선방안 설문의견
2010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한 국방연구개발물의 소유권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권을 정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14.1%인 반면 주관연구기관
과 실제연구기관이 공유해야 한다는 답변이 5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제도가 옳다는 답변은 13%였다. 특허권은 정부가 소유하되 연구자에게 특
허권 실시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권을 정
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14.1%인 반면 주관연구기관과 실제연구기관이 공유해야 한
다는 답변이 54.3%에 달했다.44)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박송기ㆍ이상협(2013)45)의 연구는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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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소유의 문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탐색하였는데,
일반무기체계개발과 비무기체계개발 사업이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3)의 특허활용 현황분석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에서는 국가
R&D사업의 특허활용 저해요인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국가R&D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 규정의 명확화(24%)와 각 부처별 통일된 규정의 마련 및 운용(20%)을 개선하여야 한
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주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유권 귀속 규정의 명확화가 개선방안으로 적절하다는 응
답은 기업(28%)과 대학 및 공공연(21%)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각 구벛별로 통일된 규
정이 필요하다는 방안은 대학 및 공공연에서 31%로 매우 높게 나타나, 국가연구개발 사업
의 특허활용에 있어 파편화 된 규정이 대학과 공공연 등의 특허활용에 큰 저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시권 및 권리이전과 관련된 제도의 미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개
발보다는 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허이전서비스업(31%)과 기업(26%)에서 그 필요성을
높게 지적하였다. 그리고 특허 건부 위주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
용에 대해 특허이전서비스업에서 25%의 응답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4) 2014. 06. 26. 대전일보. 국방기술 민간사업화 ‘높은 장벽’.
45) 박송기ㆍ이상협. (2013). 국방 지식재산권 창출ㆍ활용을 위한 연구: 국유특허와 비무기체계 업체투자연구개
발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8(4): 35-68.
- 99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특허활용 현황분석 및 법제도 개선방안 .

(4) 개선 방향

① 개선의 필요성
국방과학연구소와 특허청은 업무협약을 맺고, 국방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민간의
접근 폭을 넓히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방과학연구소가 일단 소유한 지식
재산권을 중심으로 개방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연구개발 과정에서 성과로 도출된 지식재산
권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어,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권 생산에 대한 유인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국방 일반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개발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위 규정 제39조 제5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방 예산에 대한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개발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을 적극 인정하여 그 사용에 대
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혼란스럽게 규정된 비무기체계 연구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귀속의 문제 역시 충돌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연구개발자 귀속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술발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김영건(2011)은 전투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 및 정신전력이 종합적으로 발휘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각각의 요소별
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비무기체계도 임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품
목으로서 식품ㆍ전투복ㆍ전투화ㆍ숙영장구 및 물자ㆍ취사기구ㆍ각종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무기체계와 분리 또는 구별하
는 것으로부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비무기체계는 연구개발예산 항목이
없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술의 발전을 적용한 성능개량 등을 위한 정부투자연구개발을 수행
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100 -

② 예상 효과
국가 R&D에 대한 투자와 성과의 확산은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매
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방 R&D는 분야가 가진 특수성과 함께 분단된 우리
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결과의 귀속에 대한 규제가 다소 엄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방 R&D 분야에서도 연구개발자 귀
속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
져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일반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 구분과 함께 각 R&D 귀속물에
대한 규정이 혼란스러운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면, 연구개발자의 동기부여와 함께 지식재산
권의 성과 확산, 더 나아가 국가 산업 및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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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기술 지정 제도 관련 진입 규제
(1) 주요 내용

① 개요
신기술 인증(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
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된 신기술
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
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제도의 운영주체는 크게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있는데, 우선 국가기
술표준원은 관련법령 제ㆍ개정 및 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지정, 신기술 인증서
발급, 인증 기술 및 제품의 사용화 지원시책 상구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은 인증 신청 서류의 검토ㆍ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 및 관리, 심사결과의 발표ㆍ통보ㆍ홍보 및 인증서발급 등에 관한 행정서무, 인증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ㆍ연계지원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 등의 업무를 수행한
다.46)
신기술 인증 제도는 건설신기술(1989년), 전력신기술(1995년), 환경신기술(1997년), 자연재
해저감신기술(2006년), 교통신기술(2010년), 보건신기술(2011년), 일반신기술(2006년)제도로
46)

http://www.netmark.or.kr/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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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어 있으며, 신기술 특성상 건설․교통신기술, 환경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전력신
기술은 공법․기술로 분류되고, 그 밖의 신기술은 제품의 제조 및 공정 기술로 구분된다.47)

종류

운영기관

건설신기술

Ÿ
Ÿ

환경신기술

Ÿ
Ÿ

전력신기술

Ÿ
Ÿ

방재신기술

Ÿ
Ÿ

교통신기술

Ÿ
Ÿ

법적근거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전기협회
소방방재청
한국방재협회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도입
시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1989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1997년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1997년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2006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2010년

② 제도 현황
신기술의 지정 현황은 2012년 기준으로 건설신기술은 1,536건의 기술을 평가하여 678건이
지정되었고, 환경신기술은 총 1,065건 중 425건, 전력신기술은 214건 중 95건, 방재신기술은
62건 중 35건이 지정되어 평균적으로 약 45%의 지정률이 나타났다.

구분
신청
건수

지정
건수

연도

건설신기술
환경
신기술인증
신기술
기술검증
전력신기술
방재신기술
건설신기술
환경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신기술
전력신기술
방재신기술

2010년
51
71
22
20
5
21
25
6
7
2

2011년

* 제도시행 이후부터 2012년까지 신청 및 지정 건수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3).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체계 개선방안.
47) 국민권익위원회. (2013).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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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6
22
17
16
23
21
11
8
7

2012년
81
94
12
18
20
38
30
12
4
17

합계*
1,536
761
304
214
62
678
270
155
95
35

환경
토목 (상하수도
등) 건축

건설
678

195

114

환경

수질

대기

425

241

25

토질 및
기초

도로

148

97

135

11

폐기물 생태복원

105

기타
13

조경

지정취소

17

2

전력

송전

변전

배전

발전

내선

기타

95

33

2

37

3

14

6

방재
35

자연현장규명예측기술 재난안전ㆍ소재
ㆍ부품설비 재난저감ㆍ제어기술
3

11

21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13).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체계 개선방안.

그러나 위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신기술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으며, 다른 분야의 신기술
신청 및 현황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2013)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건설신기술은 현장에 약 65% 활용되고 있고, 환경신기술은 약 73%, 전력신기
술은 약 45%가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아래 표를 보면, 대체로 건설 신기술과 환경 신기술
은 활용에 있어 전력 및 방재 신기술보다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지정건
수 현황에 비추어 보면, 소수의 신기술만이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기술 인증
제도의 활성화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구분

공사건수
공사금액
공사건수
환경 신기술
공사금액
공사건수
전력 신기술
공사금액
공사건수
방재 신기술
공사금액
건설 신기술

합계

37,614
72,479
14,857
40,472
199
6989만

2008년
3,078
5,112
1,543
4,480
994
-

2009년
2,693
6,450
1,874
5,462
33,012
859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3).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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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
2011년

(단위 : 건,

2010년
2,488
6,543
3,474
4,639
83,417
1,060
65
284만

1,839
5,083
2,939
4,239
102,477
1,059
55
249만

(2) 소관 부처 및 근거 법령

① 신기술 인증 일반
o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o 근거 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
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
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
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확인의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신기술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
증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신기술 인증심사"라 한다)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기술로 인증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기술명
2. 기관명 및 대표자
3. 인증예정기간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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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법」 및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3.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
(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4.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③ 영 제18조제6항 및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조의2(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영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기술 인증번호
2. 인증받은 신기술의 명칭
3.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② 건설신기술 인증
o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o 근거 법령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신청인의 자격) ① 지정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자격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권자(출원 포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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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자

② 연장신청의 경우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에 한한다.
③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일부 구성원이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나머지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0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위원은 그 기간 동안 신기술 지정신청 및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3) 규제 및 규제완화 필요성

① 신기술 인증 일반
신기술 인증 제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은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신기술 인증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신기술 심사절차는 분야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차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2차
종합심사로 진행된다. 한편, 신기술 종류별 평가 및 인증에 대한 기관과 적용 법률의 차이에
따라 세부 절차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및
1차심사
신청서 ⇨ 관보공고
관계기관 ⇨ 및
⇨
접수
의견조회
요건심사

현장
조사

2차심사
⇨ 및
⇨ 신기술
지정
종합심사

신기술종류

평가기관

적용 규정

주요평가절차

건설신기술

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1차심사⇒현장실사(품질검사)
⇒2차심사

환경신기술인 한국환경산업
증
기술원
기술검증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현장조사⇒평가기준심의
(신기술인증)⇒현장평가협약
및 현장평가
(기술검증)⇒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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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종류

평가기관

적용 규정

주요평가절차

방재신기술

한국방재협회

자연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현장조사⇒평가기준심의⇒현
장평가협약 및 현장평가
(기술검증)⇒종합평가

전력신기술

대한전기협회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요건심사⇒전담기관심사

위와 같이 각 신기술 종류에 따라 평가기관과 적용 규정의 차이로 인해 평가의 절차가 상
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시적으로 살펴본 위 표 외에도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등 신기술의 각 종류와 주무기관에 따라 상이한 법적근거를 갖는다. 또한
심사기준 또한 신기술 인증 종류 별로 차이를 보인다.

종류

신기술 지정 심사
심사기준
지정결정
•1차 : 신규성(40), 진보

건설

환경

전력

보호기간 연장심사
심사기준
연장결정

•기술의 우수성(70) : 기술수
준, 품질검증,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 권고사항이

성(40), 경제성(20)
참석위원 2/3이상
•2차 : 현장적용성(70), 찬성으로 신기술 행여부
보급성(30)
인정여부(70점이 •활용실적(30) : 활용건수 및
※ 건설신기술은 1차, 2 상) 결정
공사비
차 심사기준이 다름
•가점 : 사후평가결과, 해외
활용실적, 기술보급노력 등
•신규성*(100)
•시장성(50) : 활용실적, 경제
•우수성(100) : 기술성
성, 수입대체효과
능(50), 현장적용성(50)
2/3이상 •기술성(30) : 기술수준, 기술
* 신규 진보성(30), 차별 출석위원
찬성으로 결정 개선노력
성(30), 기존기술과의 유
•활용성(20) : 안정성, 유지관
사성(20), 자립도(10), 파
리 편의
급성(10)

종합평가점
수에 따라
등급 및 보
호기간 결정
(3~7년)

종합평가점
수에 따라
보호기간 결
정(신기술인
증:5년,
기술검증: 7
년이내)
심사위원의
장기간을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 출석위원 2/3이상 •품질검증, 기술수준, 활용실 연
산술평균하
용성, 경제성 등을 판단 찬성으로 결정
적
여 결정(3~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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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방재

신기술 지정 심사
보호기간 연장심사
심사기준
지정결정
심사기준
연장결정
•신규성*(100)
•우수성 : 기술성능(50), 신규성(60점)을
통과한 기술중 •활용실적(50)
현장적용성(40),관련법
우수성(80점)에 •기술의 우수성(50)
위원의 의결
령․규정준수(10)
참석위원 •가점 : 해외활용실적 및 기 (7년이내)
*신규성(50), 시장성 대해
2/3이상 찬성으 술보급 노력 등에 따라 부여
(30), 후속연구의 필요성

로 의결
(20)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3).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체계 개선방안.

그러나 신기술 인증 신청에 대한 자격에 있어서는 건설신기술 인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기술 인증 제도의 기본이 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원용하고 있다. 신기술 인증 신청 일반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개인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제4항에서는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2호에서는
신기술 인증 공고에 필요한 사항으로 ‘기관명 및 대표자’를 규정하고 있다. 즉, 대표자가 존
재하는 기관이 필수사항이며, 이러한 내용은 ‘신기술인증 홈페이지(http://www.netmark.or.k
r)’의 ‘정보센터>FAQ’ 항목에서 개인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신기술 인증이 불가능함을 설명
하고 있다.48)
이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
을 인증’한다는 신기술 인증 제도의 목적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다수의 지식재산
권을 개인이 보유한 현실에서, 기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을 기
관 및 법인에게만 허용한다는 것은 제도의 현실적인 활성화를 가로 막는 규제라 할 수 있다.

② 건설신기술 인증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개인 또는 법인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그 내용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5년의
보호기간 동안 기술사용료에 대한 권한과 정부 발주 건설공사에 우선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48) 개인이 개발한 기술도 NET인증 신청이 가능한지요?

NET인증 신청은 기업(법인기업, 개인기업),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로 해
당 기관의 장(대표)가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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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사기준

1차 지정
심사위원회

신규성

w

진보성

w

시장성

w

현장적용성
2차 지정
심사위원회

보호기간
연장

내용

w

구조안정성

w

보급성

w

경제성

w

품질검증
기술의
우수성
활용실적

w

기타

w

w
w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기존의 건설기술과 비교하여 품질․공사비․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활용 가능성ㆍ선호도 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인정되는 기술
시공성ㆍ안전성ㆍ환경친화성․유지관리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인정되는 기술
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
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
과의 우수함이 인정되는 기술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

한편, 설계에 대한 반영과 시험시공에 대한 권고가 가능하며,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자금의
우선적 지원과 계약 체결 시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혜택이 있다. 한편, 건설신
기술과 관련된 업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건설기술협회가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w
w
w
w
w
w
w

신기술 관련 법규 제․개정
w
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w
신기술지정 (보호기간연장)
w
신청 관보공고
w
신기술 지정․고시
w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w
w
w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서 접수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내용 공
고(홈페이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w 신기술활용실적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
의 접수 및 관리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및 운영
신기술 홍보용 책자 관리
심사제도 및 신기술 홍보
건설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자료 축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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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설신기술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시 여러 혜택을 부
여하고 있으나, 신청 자격에 대한 규제로 인해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건
설신기술의 전체 지정건수는 734건으로 토목이 533건, 건축이 174건, 기계설비가 27건이었
다. 세부적인 기술 분야별 지정건수는 아래와 같다.
항만 상하수
및
수자원 교량
해안 도
12
113
19
67

토목 도로 철도
(533) 96
건축
(174)
기계
설비
(27)

11

건축
계획 가설 조경
및 시설물
관리
2
1
3

기초
12

철근
콘크 철골
리트
54

23

건축기계

플랜트

23

-

(2014. 6. 30 기준)

터널

조경

측량

28

18

3

토목
토질 및 구조
기초 보수보물강
116
50

특수
조적 마감 방수 건축 해체 보수
보강
물
2

28 34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

11

1

3

환경기계설비
4

건설신기술에 대한 통계를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면, 토목ㆍ건축 관련 특허와 실용신
안은 2008년 4,000건 내외에서 2012년 7,500여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신기
술에 대한 지정은 이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즉, 지속적인 산업재산권 증가 추세에
도 불구하고 건설신기술의 신청 및 지정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 도

신청
건설 건수
신기술 지정
건수
토목ㆍ건축
특허
토목ㆍ건축
실용신안

(2014. 6. 30 기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57

47

51

73

81

84

38

441

19

30

21

23

38

39

17

187

3,389

3,012

4,187

5,794

6,764

-

-

23,146

582

520

560

775

823

-

-

3,260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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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합 계

건설신기술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
정」 제3조 제1항은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권자(출원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를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와 관련하여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인증 신청권
자가 동일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특허권자가 신기술 인증을 신청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
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특허를 기반으로
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아닌 타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 공동으로 신기술
신청이 불가능하다. 둘째, 개인이 특허를 보유한 경우 법인의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 셋째,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제3자에게 설정하여 준 경우에 특허권자와
제3자 모두가 신기술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특허권자와 신기술 신청권자가 다른 어
떠한 경우에 건설신기술의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는 2009년 국토해양부가 펴낸 ‘건설신기술
매뉴얼’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w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w

w

w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w
w
w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특허등록권자가 갑과 을로 되어 있으나, 갑의 신기술 단독신청에 대해 해
당 특허에 대한 을의 합의서를 받고 갑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용역 계약시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이나 산업화를 연구용역기관과 용역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용역발주기관과 연
구용역기관이 공동신청 가능)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특허권자
가 개인일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하는 경우
등)
신기술 지정 신청한 기술에 공동 참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가 공동
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기술과 특정인의 특허를 합쳐 하나의 신기술로 공동 신청하는 경
우
신기술신청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가 평가규정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7항
의 규정에 의거 제재중인 경우

출처 : 국토해양부(2009). 건설신기술 매뉴얼.

특허권의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를 취득하더라도 특허발명을 실제로 사업화시키는 것이
자금난, 영업력 등의 이유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
을 매매할 수도 있겠지만, 특허권을 매매하지 아니하고 전용실시권을 설정함으로써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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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보유하고, 사업화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제3자에 의해서 실현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건설신기술의 경우 특허권의 양수받은 자 및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해당 신기술
의 원시적 개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건설신기술의 지정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4) 개선 방향

① 개선의 필요성
신기술제도의 취지는 뛰어난 신기술의 보급 및 현장에서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로써 기술
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제한적인 신청자 자격 규제는 산업재산권의 활용
을 가로막고 있으며, 신기술 제도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신기술인증 제도 일반에 있어 기관 및 법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한은 제도의 목적과 효
과를 저해하는 규제라 할 수 있으며, 신기술 인증 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전체 기술 수준 향
상 및 제고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현재 분야별 신기술에 대해 각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거나 통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건설신기술의 경우, 특허권의 등록권자에게만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
선하여, 특허권을 양수받은 자 및 전용실시권자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특허권 자체의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에 대한 권리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
하여 특허권의 활용과 부가적인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즉 사장된 특허와 창조
경제의 산업 동력 기술을 발굴 및 육성시킬 수 있을 것이며,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사업
화 촉진과 사업계 전반의 기술수준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신기술이 반드시 하나의 특허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특허권에는
기여하지 않았지만 신기술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동 신청 또는 복수의 특허권을 조합하여
하나의 신기술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가져
올 필요가 있다.

② 예상 효과
신기술인증 제도가 우수한 분야별 기술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인증을 표시함으로써 개발
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인증 받은 신기술에 대한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보호기간과 활용 등에 대한 우선순위 제공은 신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자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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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가 날로 중요해지는 오
늘날, 이와 관련된 신기술에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신기술인증제도는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다소 제한적인 규정으로 신기술인증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지만, 규제가 개
선될 경우 신기술인증 제도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확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 통일화
(1) 주요 내용

① 직무발명 제도의 의의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들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출처 : 2010년도 지식재산백서(2011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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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기업은 기술축적과 이윤창
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즉,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인
연구개발(R&D)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 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
업원 등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
도록 지원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
직무발명제도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를 통한 산출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직에 대
한 산출물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조직과 구성원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
한 것은 직무발명이 주로 발명자의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발명자의 업
무는 조직에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법인의 특허출원 비율이 개인특
허출원 비율보다 높은 것은 상당 수 특허의 출원이 직무발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단위: 건, %)

개인출원
(A )
법인출원
(B )
합계
(C)
법인
출원비율
(B/C)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2,189

33,215

35,588

33,267

35,424

36,940

38,356

140,280

134,689

127,935

136,834

178,924

188,915

166,233

172,469

167,904

163,523

170,101

214,348

225,855

204,589

81.3%

80.2%

78.2%

80.4%

83.5%

83.6%

81.3%

출처 : 특허청(2007년∼2012년). 지식재산 통계연보

이러한 중요성은 크게 4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특허청, 2011: 8)49). 이러한 것은 첫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이다. 조직의 종업원 등이 직
무에 관한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권 등을 획득하였을 경우 사용자 등은 그에 대한 통상실시
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승계 취득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타인의 기술모방이 배제되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기술개발
49) 특허청(2011). 직무발명제도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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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둘째, 기술혁신이다. 기술혁신이란 창의적인 기업가가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기술개발의 결과를 실용화시키는 과정으로, 종업원에게는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발명을 촉진
시키고 그 결과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게 된다.
셋째, 기업의 성장이다. 직무발명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확보, 기술축적 및 기술의 상호공유를 통한 기업
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
넷째, 국가 산업의 발전이다. 직무발명을 창출한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여 발
명창출의 의욕을 자극하고, 기업은 종업원에 의하여 창출된 직무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얻어
지는 이윤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기술혁신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③ 직무발명의 요건
직무발명에 대한 요건은 직무발명을 수행한 주체, 직무발명의 수행환경, 직무발명의 수행
행위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 현재 법률적으로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이하 “종업원등”아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
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
호). 여기에서 종업원등의 주체가 수행한 발명이고, 민간부문에서는 기업, 공공부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직무발명이 이루어진 환경적 범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직무
발명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라는 것은 직무발명을 위하여 수행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직무발명의 요건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무발명의 주체

직무발명의 주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직무발명에서 주체가 중요한 것은
직무발명을 통한 산출물이 어디로 귀속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첫째, 종업원이라고 하면 사전적으로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
으나 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조직이라는 테두리에서 살펴보야야 할 것이
다. 조직은 나름대로의 계층적 질서로 이루어져 있고 하위계층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상위
계층의 업무적 지배를 받게 된다. 따라서 하위계층과 상위계층과의 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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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가 형성된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는
자이다.50)
둘째, 직무발명의 주체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한 두 번째의 주체는 법인의 임원이다. 여기
서 법인의 임원이라고 하면 법인의 업무를 운영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대표이사, 이사, 임시
이사, 감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51) 법인의 임원이 직무발명의 주체가 되는 것은 비록 감독자
의 위치에 있지만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점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발명진흥법에서는 조직
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발명 활동으로 인한 산출물 전체를 직무발명의 행위범위로 보기
때문에 법인의 임원도 포함시키고 있다.
셋째, 공무원도 직무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은 행정기관에 속한 구성원으로 행정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대두된 것은 정부기관의 구성원들도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발명활동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근에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써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불문하며, 일반직 공무원뿐
만 아니라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기능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직무발명의 행위

직무발명은 직무로 인하여 발명하는 모든 산출물을 의미한다. 여기서 직무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시, 지휘, 명령, 감독에 따라 종업원 등이 담당하는 사용자 등의 업무의 일부분
을 말한다. 직무발명의 행위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직무발명의 수행주체인 종업원, 법인
의 임원,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에 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무와 무관하게
발명한 개인발명인지 직무와 연관된 직무발명인지에 따라서 발명품의 귀속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직무는 종업원 등이 통상 담당하는 직무내
용에 국한되어 독립적으로 판단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 발명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지 유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특허청, 2011: 38). 또한 직무발
명 행위를 통한 산출물인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
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50)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는 사용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를 말한다(근로기
준법 제2조 제2호).
51) 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 또는 재산의 결합으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상의
주체를 말하며, 직무발명에 있어서의 법인은 공법인, 사업인 또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인지 그 여부를 불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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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명행위는 반드시 근무 중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담당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므로 비록 퇴근 후 가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에서 터득한 지식과 경험 및 발명완성 시기까지의 사용자의 설비, 자원, 급여
등 지원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명한 장소가 근무지가 아니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
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무발명의 수행환경

직무발명의 수행환경이라고 하면 직무발명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종업
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등이 직무발명을 어디에서 수행하는가이다. 직무발명의 수행환경은
직무발명을 하는 주체가 지배를 받고 있는 조직적 범위 등 환경적인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법률적으로 사용자 등의 개념을 제시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사용자, 법인 또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사용자의 범위
에 대해서 발명자와 급부-반대급부의 관계에 있는 모든 법인격을 이야기하며, 자연인이나
법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병일, 2000: 374)52) 따라서 직무발명의 환경적 범
위는 법인격을 가진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 전반을 이야기할 수 있다.
직무발명의 수행 주체인 종업원, 법인의 임원 등에 의한 직무발명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
는 법인격을 가진 조직의 환경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공
무원의 수행환경의 범위이다. 직무발명의 수행환경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법인격을 가진 조직에서 수행하는 업무에서 직무발명이 이루어진다
고 하면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정부의 모든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는 기능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인격을 가진 조직에서 수행하는 업무라고 하면 너무나
광범위해질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직
제와 사무분장규칙에 따라 정해진 업무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법률적으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환경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의 업무 범위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52)

김병일(2000). 직무발명제도와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법률문제. 지적재산권연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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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발명과

근거규정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직무발명의 주체, 행위, 환경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공무
원의 직무발명의 주체는 공무원이고 행위는 행정규정 등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
무이며, 직무발명이 이루어진 환경적인 영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규정 등에 근
거한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이며 여기에서는 공무
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발명한 산출물에 관한 귀속과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고, 직무발명으로 산출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타 법률에 의
거한 전담조직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
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
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
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시행일
2007.6.29]]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통하여 산출한 발명품 등의 보상에 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과 국·공
립학교 교직원,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각
자치단체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근거규정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명진
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근거하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
한 규정이 있다. 이 법에서는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직무발명을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공
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과 2).
본 규정에서는 국가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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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
계하고 이러한 권리는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동법 제4조 3항).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 국가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국가승
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
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7.26]
국가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여 국가가 이의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 국가는 발명자인 공
무원에게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상금은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기관포상금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보상금의 지급은 특허청장이다. 첫째, 등록보상금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하고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 지급한다(동
규정 제16조). 둘째, 처분보상금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17조). 셋째, 기관포상금 등은 직무발명으로 취득한 특허 등의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
한 경우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동 규정
제18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전
문개정 2010.7.26]
제17조 (처분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
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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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
문개정 2010.7.26]
(2)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근거규정

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발명 조례제(개)정 현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전체 17개 광역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관련 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 자치단체는 광역시 16개, 기초 101개이다.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복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합계

전체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

광역

조례제정수
1
1
1
1
1
0
1
1
1(1)
1
1(1)
1
1
1(1)
1
1
1(1)
16

주 : 괄호안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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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5
16
8
10
5
0
5
0
31
18
11
15
14
22
23
18
0
221

기초

조례제정수
25

3
1
0
5
0
8
4
9
1
4
20
1
20
0
101

권역

광역
/기
초
광역

서울
특별시

기초

광역
경기도

기초

인천
광역시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충청북도

기초

지역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법령명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안성시
양평군
이천시
광주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구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강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광진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금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도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용산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경기도공무원직무발명조례
고양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과천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광명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수원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안성시공무원직무발명조례
양평군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이천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광주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인천광역시계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인천광역시남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괴산군지방공무원수당직무발명보상조례
단양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보은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옥천군

옥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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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자
2013.3.28
2010.8.13
2014.1.1
2009.10.30
2011.9.27
2010.10.7
2011.12.22
2011.4.14
2011.8.12
2010.10.1
2008.7.31
2011.7.1
2010.12.30
2008.6.12
2010.10.1
2008.12.31
2013.1.10
2012.12.31
2011.12.12
2003.1.1
2011.7.18
2012.2.29
2010.7.1
2011.5.13
2011.6.7
2007.3.27
2013.12.2
2014.4.11
2013.12.30
2009.1.7
2012.10.4
2014.3.19
2011.8.4
2014.3.21
2011.3.25
2011.10.24
2009.10.23
2011.3.31
2009.7.10
1989.2.28
1989.3.6
1989.3.10
2008.3.20

권역

광역
/기
초

지역명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원군
충주시
충청남도
논산시

법령명
음성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증평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진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청원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충주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논산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광역
기초
세종특별
세종특별자
세종특별자치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광역
자치시
치시
경상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
광역
경상북도
경상북도
상조례
청송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청송군
거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거제시
거창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거창군
경상남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광역 경상남도
고성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고성군
김해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김해시
남해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남해군
마산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마산시
밀양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밀양시
사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사천시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산청군
양산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양산시
경상남도 기초
의령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의령군
진해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진해시
창녕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창녕군
창원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
기초
창원시
상등에관한조례
통영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통영시
하동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하동군
함안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함안군
함양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함양군
합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합천군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
광역 대구광역시
보상조례
대구
대구광역시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서구
광역시
대구광역시수성구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
기초
수성구
조례
부산광역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광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
기초
기장군
부산
례
부산광역시사상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
광역시 기초
사상구

충청남도

울산

광역시

기초

수영구

례
부산광역시수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광역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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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자
2011.7.15
2007.11.23
2011.9.26
2010.1.20
2007.8.13
2009.6.1
2012.6.20
2014.1.10
2009.12.31
2006.9.22
2010.3.17
2008.1.14
2014.10.10
2012.10.15
2006.5.8
1994.11.23
2006.5.10
2013.11.14
1995.6.1
2012.12.31
2008.6.5
1989.8.11
1989.8.22
2010.8.31
2010.7.1
2005.8.10
2013.4.10
2014.5.7
1989.8.10
1989.8.10
2009.3.10
2011.10.20
2010.9.30
2010.2.17
1995.3.2
2008.12.31
2013.9.30
2010.12.31

권역

광역
/기
초

지역명
남구

법령명

울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동구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북구
울
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기초
울주군
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중구
전라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광역 전라북도
군산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군산시
부안군공무원직무발명보상등에관한조례
전라북도 기초
부안군
임실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임실군
정읍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정읍시
광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광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동구
광역시 기초
강진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강진군
고흥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고흥군
곡성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곡성군
구례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구례군
나주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나주시
담양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담양군
목포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목포시
무안군지방공무원의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무안군
무안군지방공무원의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무안군
보성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보성군
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순천시
전라남도 기초
신안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신안군
여수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여수시
영광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영광군
영동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영동군
영암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영암군
완도군지방공무원의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완도군
장성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장성군
전라남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전라남도
진도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진도군
함평군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함평군
화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화순군
강원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광역
강원도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
기초
고성군
한조례
삼척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강원도 기초 삼척시
기초
철원군 철원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
한조례
횡성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기초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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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자
2014.4.30
1997.7.15
2008.9.16
2010.3.11
1997.7.15
2011.11.11
2006.11.15
2012.12.28
2012.12.20
2009.2.20
2008.10.31
2009.12.29
2013.12.11
2009.4.10
1997.7.30
2010.12.31
2009.8.3
1997.10.24
2009.4.20
2014.2.10
1997.6.30
1997.10.8
2009.1.9
1989.7.29
1998.4.4
1997.8.14
2008.1.14
2012.2.2
1997.8.25
2008.12.31
2008.8.1
2012.6.11
2009.12.30
2007.8.3
2010.6.25
2001.8.7
2013.2.28
2008.7.2
2010.4.8

②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규정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조례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조례
의 구성원 유사하나 발명자에 대한 보상규모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서
울특별시(광역)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 조례에서
는 직무발명을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하였을 경우에 권리의 승계 및
발명자의 보상 및 신고 특허출원 및 등록방법, 보상 및 처분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속 구성원인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에 시는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
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하며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하도록 하여
국가공무원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4조
(권리의 승계)).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4조(권리의 시 승계)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개
정 2009.07.30.)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
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09.07.30.)

둘째,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발명자 보상, 가승계의 결정, 권리의 양도 등으로
구분되는데,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동 조례 제4조). 등록보상금은 특허권의 경
우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발명비용은 최대 500만
원까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동 조례 제 16조). 처분보상금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의 승계로
인한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유상
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보상을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동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6조(등록보상금 등) ①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2.05.12.,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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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2013.3.28.)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디자인권 30만원
② 발명비용은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소
요된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3.28.＞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제2항에 따른 발명비용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
회에 한하여 지급한다.＜신설 2013.3.28.＞［제목개정 2013.3.28.］
제17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8.10.04., 2007.05.29.,
개정 2009.07.30.)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
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3) 규제 및 규제완화 필요성

①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자치단체별 비교
공무원 직무발명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통한 산출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직에 대한 산출물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조직과 구성원
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이를 통
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전체 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못
하고 있으며, 조례로 이를 규정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의 다양성은 직무발명의 정의, 직무발명을 통한 권리
취득 또는 절차 등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상위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보상규정 및 금액
에 대해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몇 개의 조례를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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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의 미 제정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을 제(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17개 광역시, 226개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자치단체별
로 규정하고 있거나 규정하지 않은 곳이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17개 시도 중 대전광
역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정을 제(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226개 중에 10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내용 차이의 공표 부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보상규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비교하면 서
울시 본청과 기초단체(광진구)는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를 예시로 비교하면 특허권의 처분보
상금에 대해서는 유사하나 등록보상금의 경우 서울시의 경우 특허권은 100만 원을 지급하나
광진구의 경우는 5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발명을 위해 소요된
비용까지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6조(등록보상금 등) ①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디자인권 30만원
② 발명비용은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
한 특허권에 대하여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제2항에
따른 발명비용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
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
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
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
급한다.

동일격의 지방자치에서도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양천구를 비교하였을 때 양천구를 비교하였을 때 특허의 등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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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에 있어 성동구의 경우는 50만 원, 양천구의 경우는 10만 원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보상금에 있어서도 성동구의 경우는 유상처분의 경우 처분 수익금의 100분
의 50을, 양천구의 경우는 연간 수익금을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일 때 그 양도대금이나 실
시료의 30/100에 해당하는 액을, 100만 원을 초과 1,0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지자체의 고유
산정방식에 따라서 발명자인 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의 직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 조
발명 보상 조례
례
제15조(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구에 제15조(등록보상금)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
서 승계를 결정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１건마다 다음 각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08 1. 특허권은 10만원
ㆍ4ㆍ24, 2013ㆍ1ㆍ10)
2. 실용신안권은 5만원
1. 특허권은 50만원
3. 의장권은 3만원
2. 실용신안권은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유상으
3. 디자인권은 20만원
로 구 소유특허권을 양도하거나 구가 직접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 할 때에는 권리 매１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
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 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한다. (신설 2008ㆍ4ㆍ24, 개정 2013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ㆍ1ㆍ10)
1.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제16조(처분보상금의 지급) ① 구유 수입금이 100만원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특허권이나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 실시료의 30/100에 해당하는 액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 2.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이하일 때에는
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실시료－100만원)×20/100＋30만원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3.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이나 출원 중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
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 1,000만원)×10/100＋210만원
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② 구청장은 무상으로 제３자에게 구소유 특허권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 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 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１항
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
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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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들 간에도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 발명가에게 지급되는 등록보상
금과 처분 보상금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등록보상금의 경우 부산광역시
와 강원도를 비교하면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특허권에 대하여 등록보상금을 건 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강원도의 경우는 건당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처분보상금에 대해서 강원도의 경우는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발명
자에게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반면 경상남도의 경우는 해당 특허권의 수익 규모
에 따라서 산정식을 다르게 하여 지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강원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2조(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제11조(등록보상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하여 권리 한 건마다 150만원을 등록보상 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하여는 권리 매 1건에 50만원의 등록보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 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
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정 2010.6.25.>
경상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강원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2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① 도지사는
유상으로 도 소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제3
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
권을 허락하거나 유상으로 도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실시료
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1. 도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그 양
도 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당하는 액
2. 도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
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 대금 또는 실시료-100만원)×20/100+30
만원
3. 도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
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
는 실시료 - 1,000만원×10/100+210만원

제13조(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
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
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
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 129 -

그런데 이런 지방자체단체별로 다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모의 차이는 공무원들에게 적극
적으로 공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개선 방향

직무발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인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와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
상이라는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
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것처럼 전국의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보
상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곳은 100여 곳이 넘는다. 특허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지역별 직무발명 규정의 내용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 규정, 특히, 보상수
준 등의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보상액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직무발명 의욕
을 고취시키고, 보상액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인사보상, 사기증진 등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직무발명 규정의 개정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발명의 중요성을 인식
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취지가 각 지방간의 제도경쟁에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런 직무발명 보상수준의 차이의
공개는 의미가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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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내용적 측면
1. 신설·강화규제 분석 내실화
특허청은 2008-2012년 사이에 중요규제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2개의 규제 모
두에 대해 철회권고를 받았다(이혁우, 2014). 동일한 시기에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150
여건을 상회하는 부처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수의 중요규제에 대한 심사를 받았지만 문제는
심사받은 두 건 모두에 대해 철회권고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53) 통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보면,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비용과 편익분석, 규제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들 중, 특히 철회권고를 받은 규제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 측면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54)
이런 규제 철회권고를 받게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게는 규제 신설 및 강화 시에 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 미비한데 따른다. 제대로 된 규제영향분석을 위해서는 복수의 대안의
검토, 각 대안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화폐가치로의 추정과 비교, 이해관계자의 협의 등의 면
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들 분석의 과정이 미비하게 되면 규제 자체에 대한 분
석이 실증적 논리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과 같은 규범적 측면에 치
우쳐 검토된다. 합리적 규제의 판단기준이 규제의 필요성이 아닌,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형
량이라는 점을 볼 때 이런 관행은 매우 문제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래 표에서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부처별 평가순위를 보면, 특허
청은 점수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점수대가 70점대에
머물고 있어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이고 있다. 즉 복수 대안의 검토, 비용편익의
화폐적 측정과 분석과 같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53) 통상 청에서 설계한 규제안이 중요규제로 분류되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08-2012년 사이에 국세청, 중기청, 농진청은 0건, 기상청이 12건이었으며 가장 많은 산림청이 20건이었다.
반면 부처의 경우,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100여건이 훌쩍 넘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심
사대상으로 다루어졌다.
54) 2007년의 경우 각 부처가 중요규제에 대해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의 무려 90.2%가 대안분석을 하지 않고 있
다고 보고하고 있다(이혁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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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관세청
환경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법무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평균

2012년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012년
점수
86.7
82
68.6
67.3
67
65
62.7
61.6
61.2
61.2
61
59
58.8
52.4
51.8
51.6
63.6

2011년
점수
77.8
83.2
77.2
69.2
55.2
75.2
54.2
73.4
56.2
68.2
69.2
81.4
63
52.8
72.6
72.6
58.25
23
50
47
46.2
71.4
80.6
59.6
56
60.4
75
76
64.5

2010년
점수
86.5
69
85.4
85.6
57
60
65
86
46.6
84.8
84
88.8
88.4
45
54
77.8
41
27
57.6
71.8
73.6
66.2
51
34
47
53
63
82.7
65.4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13), 2012년 중앙부처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국무조정실.

2009년
점수
88
61.8
53.6
64
65.8
59
50.8
63.6
32.6
62.4
74.6
55.8
48
31.8
57.8
54.4
59
73.4
60
82.2
63.4
62.6
61
72
52.3
51.8
66
60.3

2008년
점수
93.5
75
78.4
77
50
66.8
56.4
74.8
70.8
68.4
65.4
73.8
50
53.2
48.2
73.2
34.4
56.7
60.6
49
74.6
64
49
50.3
54
51
45
61.6

한편, 도입되는 규제 안에 대한 분석은 규제설계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대안을 검토
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대안을 두고 그것의 비용과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수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규제영향분석이 규제대안의
결정이 끝난 이후, 자체규제개혁위원회와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그리고 입
법예고 과정을 위해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규제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
니라 청이 이미 결정한 규제대안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많았기 때
문이다.
한편, 이런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가 필요한 이유는 2014년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15년부
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규제비용총량제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규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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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에 의하면 정부는 이제 규제신설 시에 그 규제의 순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존규제

의 가치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비용분석이 선행되
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이를 위해서도 규제신설과 강화 시에 분석에 노력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
한편 규제신설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활성화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단순히 특허청과 관련된 전문가가 아닌 규제개혁의 관점과 아이디어를 공감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 통상 부처의 자체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의 가장 일선에
서 부처의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자신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관행으로 인해 오히려 특정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즉, 지대(rent)를 창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해 온 면도 있었다. 따라서 이런 관행
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전문가의 섭외가 매우 중요하다.

2. 기존규제 관리 측면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합리성 심사에 더해서 기존 규제에 대한 상
시적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으로 각 부처청은 이제 평소에도
규제발굴에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규제 신설을 위해서는 그와 등가의 규제개
혁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규제개혁 실적을 쌓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
이다.
이와 관련 특허청의 경우, 대부분이 행정절차적인 측면의 규제개선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특허청의 특허심사와 관련한 절차적 효율성의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이는 특허청이 그동안 적극적인 규제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런 이유로 특허청에서는 규제개선 실적이 행정절차의 개선으로는 나오기 어려울 수
도 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이런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관련 규제 중 타부처의 규제
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이를
해결해 감으로써 우회적으로 규제개선 실적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
규제비용총량제를 운영한 영국의 경우, 자신의 부처청의 규제개혁 실적이 아닌 타부처의 것
이라도 부처 간의 협의나 조정에 의해 규제비용총량제 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발견할
수도 있다.
한편 규제신문고에 대한 대응의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 2014년 10월 18일 현재, 규제개
혁신문고 14,672건이 건의되고 있으며, 이 중 1,999건에 대해 수용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그 외, 중소기업 옴부즈만, 각 부처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규제개혁 건의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런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의 폭발적인 증가는 2014년 들어, 정부가 규제개혁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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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의지를 표명한 결과, 국민의 규제개혁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며 그
결과 특허청 소관의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규제신문고의 운영
결과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면 국민들의 높은 규제개선 건의가 유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소명 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특허청 소관 공무원이 규제개혁신문고
에 건의된 안에 대한 규제개선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감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
요한 것이다. 이 때, 규제소명 결과(수용/불수용)와 함께, 규제소명 과정과 수준도 감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소명 감사를 위해서는 다른 규제대안의 검토, 현 규제대안의 사회적 비
용과 편익 분석, 규제일몰적용 가능성, 예외적 규제허용 가능성(일본 기업실증특례제도 차
용), 규제건의자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불수용 시 향후 개선가능성, 사후 규제건의자에 대
한 감사기관의 소명만족도 조사(규제건의 프로세스 종료시점 이후 실시)와 같은 부분에 대
한 가이드라인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규제소명 감사 결과, 소명이 불충분한 부처, 관료
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하고, 한편 이런 적극적인 소명과 규제수용 결과의 문
제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 감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단순 합법성 위주의 감사가 아닌 규제분석에 기반 한 감사가 가능하도록
감사인력 트레이닝도 필요하다. 물론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
서는 포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제도적 측면
선진국 규제개혁에 있어서의 공통된 특징은 규제개혁기구와 조직의 역량강화에 있다. 이
런 규제개혁조직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는 크게 규제를 두고 벌어지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력과 규제논쟁 속에 규제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
는 전문적인 분석력을 들 수 있는데 규제개혁 선진국에서는 이들 두 역량의 강화에 집중하
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기구의 전문적 분석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08년부터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영향분
석(impact assessment)과 규제비용총량제의 운영을 위해 각 부처청 마다 분석전문가를 두고
이들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도 향후 규제개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물적·인적 자원의 양
적 확충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우수한 분석인력과 규제전문가의 활용, 그리
고 청 내부에서 이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청 차원에서 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규제개혁 마인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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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식재산권의 획득 과정에서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규제에 대하여 특허청 소관
이외의 타 기관 규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수행의 목적은 지
식재산권 프로세스 상의 규제를 발굴하여 특허나 실용실안 등의 지식재산권의 획득을 용이
하게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
산권의 획득과정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의 발굴 및 진단은 특허청의
향후 업무수행을 위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특허청만의 노력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권의 온전한 보호와 활용, 그리고 창출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개념과 규제의 필요성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프로세스를 고찰한 후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제과정을 거쳐 심층분
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관련 규제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다.
박근혜정부 들어 규제개혁이 갑자기 강조된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사실 규제개혁은
매 정부 강조되었던 이슈였다. 그 만큼 규제개혁이 국정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 온 것이
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규제야말로 정부가 일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기에 이를 개선함
으로써 기대하는 성과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규제이외의 중요한 정책수단인 재정을
통한 문제해결이 점점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도 그리 신통치 않은 방식의 정책대안임이 확인되고 있
기도 하다.
이에 비해 규제개혁은 사회의 제도를 고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해당사자 조차도 규제개선의 효과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많은 비가시적적인 것이지만
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어느 한 분야
의 고질적인 진입규제를 개선해 주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수많은 경제적인 효과와 일자
리가 창출된다. 행정절차의 개선은 그와 관계된 사람들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어 준다.
특허청에서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특허를 창출, 승인, 활
용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이들 모두의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에 의해 오히려 특허창출이
어려워지고, 특허승인에 절차적 애로가 있으며, 특허의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끊임
없기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과거와 같
은 노동집약, 혹은 자본집약에 의한 생산성의 확보는 한계가 있으며 창의성과 아이디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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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경제활성화의 핵심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와 관련된 규제의 문제
와 개선은 창조경제의 실현에 핵심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발굴하여 심
층 분석 한 규제는 향후 특허청에서 그 개선을 위해 우선순위에 놓고 시도를 해야 할 중요
한 것들이다. 특히 특허의 활용과 관련된 다수의 규제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다른 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규제라 하더라도 특허청의 협업 시스템을 작동시켜 반드
시 개선에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특허행정의 성과가 단순히 양적으로
우수한 것이 아니라 기술무역수지의 적자개선과 같은 질적으로도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끝으로 명심할 것은 규제개혁은 어느 한 정부, 어느 한 시점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이다.
규제는 아무리 도입당시에 합리적이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상황이변화하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신설·강화규제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 기존규제의 꾸준한 발굴과 규제신문고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감사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 나아가 특허청 내에서도 규제관리 역량의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보강이 양적, 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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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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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공공ㆍ민간 아이디어 공모전별 세부 운영현황

출처 : 특허청(2013).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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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국방연구개발 사업 포괄 규정 분석
개발
통제

구분

주관
기관

개발수행

투자 지재권
주체 보유

관련법령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

기초연구 방사청

핵심기

ADD

응용연 방사청 ADD
구

술개발 시험개
발

방사청

ADD

기술 ACTD사업
개발

(부품, 무기체
계)

방사청

ADD

학교, 정부
연구소

ADD,

(응용연구, 시
험개발)

탐색개발
무기체
계개발

방사청

제18조(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산업재산권은 연구소
의 소유로 한다.

ADD 핵심기술연구개발

표준계약
특수조건 제19조: (갑)에게 귀
ADD 속

산학연

ADD,
산학연

신개 념 기술시범( ACT D)사업
국가(방 업무관리 예규 제31조(권리귀
산(방산업체 방사청 사청) 속과 지식재산권):노우하우 및
포함)학연
기술자료

ADD,

방사청

민군 겸용기술
개발사업

ADD

방사청 민군겸용센
지경부

터

산학연

지경부 산학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업체
방사청

체계개발 방사청

양산단계 방사청

업체

업체

ADD

ADD

업체

업체

ADD
업체

방사청 국가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
계약특수조건
타부처

국가 제39조 ② 국가예산 으로 연구
ADD
개발한 일체의 기술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은 국가 에 있
방사청
방산업체
국가 다.
업체
업체

출처 : 방위사업청(2010). 국방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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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해외 주요국 재식재산권 법규 비교
국명

지재권 법규

비고

지재권 정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의 경쟁력강화 및 무기수출
한국 보유/일부사업 민간보유
활성화 정책 추진예정
가능(민군기술사업)
* 지재권 연구기관 소유, 정부
통상실시권 보유/기업:
발명보고의무(발명자 보고후 2개월),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특허권보유 의사표시의무(발명보고 인해, 민간업체에게 유리한 계약
후 2년, 대기업 8개월)* 데이터권리: 가능:예) 발명보고 4개월
컴퓨터프로그램, 기술데이터
미국 절대적 사용권(사용,공개,사용허락): 특허권 보유의사 2년
정부자금/
계약만료 5년후 정부실시권행사
정부 사용권(정부내
사용,공개,정부목적으로 만 제3자
공개, 이때 제3자 민간목적으로
활용금지: 매칭펀드/ 제한적
사용권(내부 사용,공개) : 기업자금
* 미국과 유사하게, 연구개발
업체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정부는
일정한 실시권을 가지고 있고,
영국 sub-license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 정부가 필요한 일정한 경우
소유할 수 있음

기술데이터를 포기하고, 정부사용권
구입 옵션 계약체결 사례

영국의 Defence Research Agency는
유럽내에서 커다란 규모를 가진
연구기관이다.

지재권 정부보유, 기업 실시권 보유/
프랑스 지재권 기업보유, 실시권
정부보유의 두가지 선택사항

민간의 역할 확대 정책

국방성(IDF:Israel Defence Force)는
국방연구개발 증가 원인:1967년
이스 자금 지원 연구결과나 자체내
연구결과에 대해 지식재산권 비취득 프랑스의 군사엠바고. 공무원 발명에
라엘 정책.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으로 대해서는 직무발명이 적용
이스라엘기업의 경쟁력 향상 평가
공동연구인 경우 공동소유,
인도 위탁연구인 경우 정부소유, 연구비
지원인 경우 연구기관 소유를 원칙.
출처 : 방위사업청(2010). 국방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관리방안 연구.

- 151 -

<부록5> 비무기체계 분류표

출처 : 국방기술품질원(2011). 국방 비무기체계 종합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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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신기술인증 제도 개선 및 예정 사항
관계법령 등

소관 조치
기관 기한

1-1. 심사위원의 공정성 강화
• 심사위원 풀(Pool)을 확대하여 전문분
야별 심사위원 인력풀 확충
전력신기술 내부지침
•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되, 일부위
원에게 심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산업통상 2013.
자원부 12.31

개선과제
1. 심사위원 구성의

투명성 강화

•

위원의 이해충돌 회피의무부과 및 위
반시 제재조치 규정 마련
산업통상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심사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 배
자원부 2013.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제
소 방 방 재 12.31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부과 및 위반시 제
청
재조치 규정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 환 경 부 ,

1-2. 심사위원 평가․관리 강화
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
산업통상
• 심사위원 관리 근거규정 마련하고, 선 정
2013.
자원부,
정된 심사위원의 경력, 참여도 등에 대한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12.31
소방방재
주기적인 점검․관리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청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심사위원 부정행위시 제재조치
마련
2. 심사기준의

산업통상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규정
원 부 , 2013.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자
소 방 방 재 12.31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청

객관성 확보

2-1.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심사 과정에 현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장실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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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2013.
자원부 12.31

개선과제

관계법령 등

2-2.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기준 합리성
강화
• 신기술 지정 심사기준의 객관성 확보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구체적
기준마련

소관 조치
기관 기한
산업통상 2013.
자원부 12.31

3. 신기술 현장적용 관리체계 보완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국토교통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 부,
3-1. 신기술 적용현장의 관리․감독 강화
및 기준 등에 관한 규 환 경 부 ,
• 신기술 지정범위에 대한 검토강화 및 가절차
2013.
정
산업통상
신기술 적용시 책임자의 관리․감독 의무
12.31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자 원 부 ,
화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소 방 방 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청
환경부,
3-2. 현장적용기준 마련
절차 규정에 포함 산업통상
• 발주처 설계시 일률적인 현장적용이 신기술인증
2014.
or
자원부,
어려운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현장적
6.30
규정신설
소방방재
용기준 마련
청
3-3. 기술사용료 기준마련 및 상충되는
기준 조정
소 방 방 재 2014.
자연재해저감대책시행령
• 신기술 특성에 따른 기술사용료에 대
청
12.31
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신기술이 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신기
기 획 재 정 2013.
술 기술사용료 규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부
12.31
조정
4. 신기술 사용 이후 사후관리
4-1.활용실적 관리 강화
• 활용실적을 제출하지
시 제재조치 규정

강화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 국 토 교 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부,
않거나 허위제출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 환 경 부 , 2013.
12.31
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 산업통상
정
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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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

신기술 활용실적 관리체계 법적
마련

관계법령 등

소관 조치
기관 기한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소 방 방 재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청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근거 전력기술관리법

산업통상 2014.
자원부 6.30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국토교통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 부,
4-2.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 강화
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 환 경 부 ,
2013.
• 발주청의 사후평가 근거규정을 마련하 정
산업통상
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침 마련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자원부, 12.31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소 방 방 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청
국토교통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부,
• 사후점검 결과 하자발생한 경우 사후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산업통상 2013.
조치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자원부, 12.31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 방 방 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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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건설신기술 지정 심사 처리절차

- 156 -

<부록8>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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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건설신기술 심사위원회 회의순서
절 차

세부내용

성원보고
위원장 인사 및 개회선언

성원 보고 및 개회, 위원별 자기소개

비고

▽

경과 및 심사 진행 설명

신청 기술에 대한 경과 및 심사절차
설명(평가원)

▽

이해관계인 입장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설명(사전배부)

▽

이해관계의견 내용 설명
(5분)

이해관계인 자기 소개 및 이해관계의견 설명
이해관계인이
없을 경우 생략

▽

이해관계인 질의응답(20분)

이해관계인과 심사위원간 질의응답

▽

이해관계인 퇴장
▽

현장실사 보고 및
영상자료 검토(15분)

현장실사 개요 설명 및 현장실사시 제작한
영상자료 설명(평가원)

▽

신청인 입장

신청인 자기소개 및 유의사항 설명(평가원)

▽

신기술 내용설명
(약 10분)

신청기술내용 설명(신청인)

▽

신청인 질의응답
(약 45분)

신청인과 심사위원간 질의응답

▽

신청인 퇴장
▽

전산에 의한 평가서 작성
(25분)

평가서 작성 방법 설명(평가원) 및 평가서
작성(심사위원)

▽
심사결과 발표

∘ 1차심사 : 2차 심사 상정여부 및 현장실사 관련
사항 의결
∘ 2차심사 : 신기술 지정여부 의결
∘ 연장심사 : 신기술 등급 및 보호기간 의결

▽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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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2차 심사위원회 회의순서
절 차

세부내용

성원보고
위원장 인사 및 개회선언

성원 보고 및 개회, 위원별 자기소개

비고

▽

경과 및 심사 진행 설명

신청 기술에 대한 경과 및 심사절차
설명(평가원)

▽

이해관계인 입장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설명(사전배부)

▽

이해관계의견 내용 설명
(5분)

이해관계인 자기 소개 및 이해관계의견 설명

▽

이해관계인 질의응답(20분)

이해관계인과 심사위원간 질의응답

▽

이해관계인 퇴장
▽

현장실사 보고 및
영상자료 검토(15분)

현장실사 개요 설명 및 현장실사시 제작한
영상자료 설명(평가원)

▽

신청인 입장

신청인 자기소개 및 유의사항 설명(평가원)

▽

신기술 내용설명
(약 10분)

신청기술내용 설명(신청인)

▽

신청인 질의응답
(약 45분)

신청인과 심사위원간 질의응답

▽

신청인 퇴장
▽

전산에 의한 평가서 작성
(25분)

평가서 작성 방법 설명(평가원) 및 평가서
작성(심사위원)

▽
심사결과 발표

∘ 1차심사 : 2차 심사 상정여부 및 현장실사 관련
사항 의결
∘ 2차심사 : 신기술 지정여부 의결
∘ 연장심사 : 신기술 등급 및 보호기간 의결

▽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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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이
없을 경우
생략

<부록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보상 규정 비교
■ 중앙정부
조례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
56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6조(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13.3.23.] [대통령 [제17조(처분보상금)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
령 제24439호, 2013.3.23., 원 중인 직무발명에①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법개정]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
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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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
조례

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
을 보호·장려하고, 발명의 권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와 경
기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5.11.]
제12조(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도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특허권등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
정 2012.5.11.>
1. 특허권 : 100만원
2. 실용신안권 : 50만원
3. 디자인권 : 30만원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4. 저작권 : 50만원
조례
5. 컴퓨터프로그램 : 50만원
[시행 2013.12.2.] [경기 6. 품종보호권 : 100만원
도조례
제4651호,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2013.12.2., 일부개정]
번만 지급한다. <개정 2012.5.11.>
제16조(처분보상금의 지급 <개정 2012.5.11.>) ① 도지사는
도유지적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거나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이하 “도유지적재산권등”이라 한다)를 유상으로 처
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도유지적재산권등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3.12.2.>
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
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에게 그 근거가 되는
처분의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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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
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산
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05.12., 개
정 2007.05.29., 개정 2009.07.30.)
제16조(등록보상금 등) ①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2.05.12., 2007.05.29.,
2009.07.30., 2013.3.28.)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 3. 디자인권 30만원
② 발명비용은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
발명 보상조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시행 2013.3.28.] [서울 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3.28.＞
특별시조례 제5443호,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제2항에 따른 발명비용은 동
2013.3.28., 일부개정]
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신설
2013.3.28.＞
［제목개정 2013.3.28.］
제17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8.10.04., 2007.05.29., 개정 2009.07.30.)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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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1.10.24.] [인천
광역시조례 제4979호,
2011.10.24., 전부개정]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1.11.11.] [전라
북도조례
제3647호,
2011.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동법 제15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
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인천광역시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
리 당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12조(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
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
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제15조의 규정
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
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7. 20, 2009. 4. 3, 2011. 11. 11>
제11조(등록보상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
체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에 100만원
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상
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 유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
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 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
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
간수입금이 100만원이하인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당하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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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08.8.1.] [전라남
도조례
제3220호,
2008.8.1., 전부개정]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08.10.31.] [광주
광역시조례 제3627호,
2008.10.31., 일부개정]

2. 지방자치단체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
간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100만
원)×20/100+30만원]
3. 지방자치단체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
간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
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1,000만원)×10/100+210
만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소
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도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
나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
다.
제15조(등록보상금)
①도지사는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100만
②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
에 한하여 지급한다.제16조(처분보상금) ①도지사는 공유특허
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 수입금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②도지사는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
른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
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 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1.>
제11조(등록보상금) ①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
당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
정 2008.10.31.>
②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
에 한하여 지급한다.<신설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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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시행 2009.3.10.] [대구
광역시조례 제4012호,
2009.3.10., 전부개정]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09.6.1.] [충청남
도조례
제3417호,
2009.6.1., 전부개정]

제12조(처분보상금) ①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
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8.10.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
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
구광역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
당 1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동일한 사안으로「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에 의하여 창안으로 채택된 후 특허등록이 된 때에는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
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유특
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
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
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충청남도의 산
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등록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의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
에 대하여 권리 1건에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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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제18조(처분 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
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조례
[시행 2009.7.10.] [충청
북도조례
제3183호,
2009.7.10., 전부개정]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시행 2009.12.31.] [경상
북도조례
제3133호,
2009.12.31., 전부개정]

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에 따
른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여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며 특허권을 합
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충청북도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등록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에 대하여 권리당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하여
야 한다.
제8조(처분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
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처
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
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경상북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
리당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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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0.2.17.] [부산
광역시조례 제4471호,
2010.2.17., 전부개정]

강원도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조례
[시행 2010.6.25.] [강원
도조례
제3407호,
2010.6.25., 일부개정]

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처분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
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며 부
산광역시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며 부
산광역시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
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
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
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
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25.>
제11조(등록보상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명의
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에 50만원의 등록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6.25.>
제12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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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0.12.31.] [울산
광역시조례 제1178호,
2010.12.31., 전부개정]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4.10.10.] [경상
남도조례 제3930호,
2014.10.10., 일부개정]

방자치단체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처분보상
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6.25.>
1. 유상처분: 처분수입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무상처분: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 :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며
울산광역시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권리 한
건마다 1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제13조(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
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도지
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
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
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한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0.04.>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
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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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보상금) 도지사는 도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
해서는 권리 매 1건에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2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① 도지사는 유상으로 도 소
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
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유상으로 도가 직접 실시할 때
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5.>
1. 도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그 양도 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당하는 액
2. 도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해당 양도 대금 또는 실시료-100만원)×20/100+30
만원 <개정 2012.10.04.>
3. 도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해당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10/100+210만원 <개정
2012.10.04.>
② 도지사는 무상으로 제3자에게 도 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
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무상으로 도가 직
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5.>

■ 기초자치단체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
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5.1.1.] [서울
특별시서초구조례 제
957호, 2014.10.16., 일
부개정]

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
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
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
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
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
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2.11.3., 2008. 12. 31)
제15조(등록보상금) 구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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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4.5.7.] [경상
남도함안군조례 제
2140호, 2014.5.7., 전부
개정]

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0만원(개정1998.5.28.)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개정1998.5.28.)
3. 의장권은 30만원(개정1998.5.28.)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유상으로 구소유특
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
당하는 액
2.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
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20/100+30만원
3.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대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10/100+210만원
② 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
시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 보상금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
15조에 따른 함안군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그 승계, 보상, 처분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합
리적으로 운영해 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 군수는 군유특허권등에 대해 매 권리
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디자인권 30만원
제15조(처분보상금) ① 군은 군유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군이 군유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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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방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4.4.30.] [울산
광역시남구조례 제743
호, 2014.4.30., 일부개
정]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
명 보상 조례
[시행 2014.4.11.] [경기
도고양시조례 제1583
호, 2014.4.11., 제정]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 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울산광역시 남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0>
제13조 (등록보상금) 구청장은 구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매 1건에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제14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 소유 특허권 또
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② 구청장은 구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
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개발 의욕을 향
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에 따른 특허권등에 대하
여는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 100만원
2. 실용신안권 : 50만원
3. 디자인권 : 30만원
4. 저작권 : 50만원
5. 컴퓨터프로그램 : 50만원
6. 품종보호권 :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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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무원 직무발
명 보상 조례
[시행 2014.3.21.] [경기
도이천시조례 제1022
호, 2014.3.21., 일부개
정]

번만 지급한다.
제16조(처분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유상
으로 처분하거나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시유지
적재산권등"이라 한다)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
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등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
급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에게 그 근거가 되는 처분의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개발 의욕을 향상
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 ①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시유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품종보호권 100만원
3. 저작권 50만원
4. 컴퓨터프로그램 50만원
5. 실용신안권 30만원
6.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차
례만 지급한다.
제17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으로 처분 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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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4조와 제17조제1항
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성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등록보상금) ①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
등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300만원
2. 실용신안권 200만원
3. 디자인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권, 품종보호권 100만원
② 등록보상금이 지급된 발명에 대해서는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에
안성시 공무원 직무발 서 제외한다.
명 조례
제18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① 시장은 유·무상으로
[시행 2014.3.19.] [경기 시유특허권을 양도한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
도안성시조례 제1022 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호, 2014.3.19., 제정]
따른 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시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100분의 50에 해
당하는 금액
2. 시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만
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해당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만원) × 30/100 + 50만
원]
3. 시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해당 양도
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 × 20/100 + 320만원]
②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사용으로 인한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발명자에게 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이

- 173 -

익금 또는 예산절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
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해당 이익금 또는 예
산절감금액 - 100만원) × 30/100 + 50만원]
3.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
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해당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금액 1,000만원) × 20/100 + 320만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
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방자

무안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4.2.10.] [전라
남도무안군조례 제
2138호, 2014.2.10., 일
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공무
원 직무발명 보상 조
례
[시행 2014.1.10.] [세종
특별자치시조례 제446

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의 규
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
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1. 특허권 : 100만원
2. 실용 실안권 : 50만원
3. 의장권 :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
이 20퍼센트 이상 3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
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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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14.1.10.,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 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1.] [제주
특별자치도조례
제
1119호, 2014.1.1., 제
정]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
명 보상 조례
[시행 2013.12.30.] [경
기도과천시조례
제
1282호, 2013.12.30., 타
법개정]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
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직무발명의 관리·처분 및 보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통한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등록보상금)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한차례에 한하여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처분보상금) ①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
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처분수입금을 산정할 경우 외부 기
관에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에 소요된 비용은 처분
보상금에서 제외하고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
른 과천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
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국가 또는 과천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승계가 결정된 시유특허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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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3.12.11.] [전
라남도강진군조례 제
2215호, 2013.12.11., 일
부개정]

대하여는 매 권리 당 아래의 금액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1. 특허권 : 50만원
2. 실용신안권 : 30만원
3. 디자인권 : 2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
여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8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출
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
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
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발명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
른 강진군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
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강진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15조(등록보상금) 강진군이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은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
의 20%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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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
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4.1.1.] [서울
특별시강동구조례 제
1057호, 2013.12.11., 일
부개정]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
무 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3.11.14.] [경
상남도밀양시조례 제
901호, 2013.11.14., 일
부개정]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강진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에 준하는 금액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
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
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
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
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
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제15조(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6.>
1. 특허권은 50만원
2. 실용신안권은 30만원
3. 디자인권은 2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
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3.26.>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소유특허권 또는 특
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
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26.>
②구청장은 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개정 2008.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
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의 산업발전
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4.>
제15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1
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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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
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3.9.30.] [부산
광역시수영구조례 제
708호, 2013.9.30., 제
정]

하동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3.4.10.] [경상
남도하동군조례 제
2001호, 2013.4.10., 일
부개정]

3. 의장권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
입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
른 수영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등록보상금)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구유특허권을
각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
인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시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
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유상처분 :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무상처분 : 유상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
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하여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8.14.조1111, 1994.12.30.조1371, 2013.4.10.조2001>
제15조(등록 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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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무원 직무발
명 보상 조례
[시행 2013.2.28.] [강원
도삼척시조례 제813호,
2013.2.28., 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
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3.1.10.] [서울

다.
1. 특 허 권 100만원 <개정 1984.3.6.조828>
2. 실용신안권 50만원 <개정 1984.3.6.조828>
3. 의 장 권 30만원 <개정 1984.3.6.조828>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조2001>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
입금의 20%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삼척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 ①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매 권리마다 100만원 이하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처분보상금) 시장은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
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시가 직
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유상처분 : 처분수입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무상처분 :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시가 직접 사용 :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
리·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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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성동구조례 제
982호, 2013.1.10., 일부
개정]

산청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2.12.31.] [경
상남도산청군조례 제
2022호, 2012.12.31., 일
부개정]

다. (개정 2008·4·24, 2013·1·10)
제15조(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구에서 승계를 결정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
야 한다. (개정 2008·4·24, 2013·1·10)
1. 특허권은 50만원
2. 실용신안권은 30만원
3. 디자인권은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신설 2008·4·24, 개정 2013·1·10)
제16조(처분보상금의 지급) ① 구유특허권이나 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
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08·4·24, 2013·1·10)
1. 삭제 (2008·4·24)
2. 삭제 (2008·4·24)
3. 삭제 (2008·4·24)〔제목개정 2008·4·24, 2013·1·10〕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이나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
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
다. (개정 2008·4·24, 2013·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
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
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
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1984. 2. 16 조례 제745호, 개정 2004.12.31.,
2012.12.31.>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개정 1984. 3. 14 조례 제770호>
2. 실용신안권 50만원 <개정 1984. 3. 14 조례 제770호>
3. 의장권 30만원 <개정 1984. 3. 14 조례 제770호>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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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특별시성북구공무
원직무발명보상조례
[시행 2012.12.31.] [서
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938호, 2012.12.31.,
일부개정]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
명 보상 등에 관한 조
례
[시행 2012.12.28.] [전

1. 특허권 100만원 <개정 1984. 3. 14 조례 제770호>
2. 실용신안권 50만원 <개정 1984. 3. 14 조례 제770호>
3. 의장권 30만원 <개정 1984. 3. 14 조례 제7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
거. 서울특별시성북구 (이하 "구"라 한다) 에 소속하는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
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8. 01)
제15조(등록보상금)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
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만원
3. 의장권은 3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유상으로 구 소유특
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
당하는 액
2.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
산한액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100만원) x 20/100 ＋ 30
만원
3.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 x 10/100 ＋ 210만원
② 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
시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 보상금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
라 부안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지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의욕을 향
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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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북도부안군조례 제
2035호, 2012.12.28., 제
정]

임실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2.12.20.] [전
라북도임실군조례 제
2034호, 2012.12.20., 제
정]

제14조(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
정한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다음 각 호의 보상
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
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5조(지식재산권의 처분보상금) ① 군수는 군유지식재
산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
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
에 의한 임실군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
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
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임실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등록보상금) 군수는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
한 특허권에 대해서 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등을 참
작하여 매 권리당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만 지급
한다.
1. 특허권 : 50만원
2. 실용신안권 : 30만원
3. 디자인권 : 20만원
제12조(처분보상금) ①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
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
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 다.
②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
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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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2.10.15.] [경
상남도고성군조례 제
2082호, 2012.10.15., 일
부개정]

수원시 공무원 직무발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 분 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
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
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
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8.14 조1132, 2007.5.3.
조1892>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
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84. 2. 27 조 839>
1. 특허권은 10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3. 디자인권은 30만원 <개정 2007.5.3. 조1892>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군수는 유상으로 군 소
유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유상으로 군이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
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처분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1. 군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또는 실시료의 100분
의 30에 해당하는 액
2. 군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
산한 액(당해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만원)×100분의20+30
만원)
3. 군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 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100분의10+210만원)
② 군수는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군 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무상으로 군이 직접 실시
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 보상금으
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개정2007.5.3. 조189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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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보상 조례
[시행 2012.10.4.] [경기
도수원시조례 제3151
호, 2012.10.4., 일부개
정]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2.6.20.] [충청
남도논산시조례 제770
호, 2012.6.20., 일부개
정]

수원시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수원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2.10.04.〉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15조(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
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
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
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1.〈삭제 2012.10.04.〉
2.〈삭제 2012.10.04.〉
3.〈삭제 2012.10.04.〉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개정 2012.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
정에 의거 논산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의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
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
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
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디자인권 30만원
제14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유상으로 시 소
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시가 직접실시할 때에는 권
리 매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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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2.6.11.] [전라
남도진도군조례 제
2060호, 2012.6.11., 일
부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
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2.2.29.] [서울
특별시용산구조례 제
882호, 2012.2.29., 일부
개정]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시 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무상으로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국가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직무발명에 관하
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진도군(이
하 "군"이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 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된 특허
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등을 참작하여 권
리 매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0만원
2. 실용 신안권은 50만원
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그 실시료 수입
금의 20%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 대금의 20%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
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
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
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3.,2012.2.29.)
제15조(등록보상금)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
권에는 권리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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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2.2.2.] [전라
남도영암군조례 제
2050호, 2012.2.2., 일부
개정]

여야 한다.<개정 2012.2.29.>
1. 특허권은 1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만원
3. 의장권은 3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유상으로 구 소유특
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개정 2012.2.29.>
1.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100분의 30
에 해당하는 액<개정 2012.2.29.>
2.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
산한 액((해당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만원)×20/100＋30만)
<개정 2012.2.29.>
3.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방법으로 계산한 액((해당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1,000만원)×10/100＋210만원)<개정
2012.2.29.>
② 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
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 보상금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
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
여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1.특허권은 100만원
2.실용 신안권은 50만원
3.의장권은 30만원

- 186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
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1.12.22.] [서
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746호, 2011.12.22.,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
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1.12.12.] [서
울 특 별 시 송파 구 조 례
제1035호, 2011.12.12.,
일부개정]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1.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
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
2.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3.직무발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
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
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
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광
진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등록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
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보상금) ⓛ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
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
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
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9·4, 2009·4·6, 2011.12.12.>
제15조(등록보상금)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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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무
원 직무발명 보상 조
례
[시행 2011.10.20.] [대
구광역시서구조례 제
829호, 2011.10.20., 제
정]

1. 특허권은 50만원<개정 2003.11.24., 2009·4·6>
2. 실용신안권은 30만원<개정 2003.11.24., 2009·4·6>
3. 디자인권은 20만원<개정 2003.11.24., 2009·4·6>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
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
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4·6>
1. 삭제<개정 2009·4·6>
2. 삭제<개정 2009·4·6>
3. 삭제<개정 2009·4·6>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
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4·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
라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
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대구광역시 서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50만원
2. 실용신안권 100만원
3. 디자인권 5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
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
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
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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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
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1.9.27.] [서울
특별시강서구조례 제
889호, 2011.9.27., 일부
개정]

진천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1.9.26.] [충청
북도진천군조례
제
2168호, 2011.9.26., 일
부개정]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
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
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1. 특허권은 50만원
2. 실용신안권은 30만원
3. 디자인권은 2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
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
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
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및 제15조
제4항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은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진천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산업발전에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2011. 9. 26.>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을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
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 가치성을참작하여 권리 매1건
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 실용신안권은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3. 의장권은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을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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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
무원 직무발명 보상조
례
[시행 2011.8.12.] [서울
특별시금천구조례 제
679호, 2011.8.12., 일부
개정]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
명 보상 조례
[시행 2011.8.4.] [경기
도양평군조례 제2071
호, 2011.8.4., 제정]

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 가치성을참작하여 권리 매1건
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 실용신안권은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3. 의장권은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속하는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①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
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
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
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구유특
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
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
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
라 양평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
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등록보상금) ①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군유지적
재산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품종보호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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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1.7.18.] [서울
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846호, 2011.7.18., 일
부개정]

3. 저작권 50만원
4. 컴퓨터프로그램 50만원
5. 실용신안권 30만원
6.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7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군수는 군유지적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
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
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으로 처분한 경
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
다.
③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4조와 제17조제1항
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
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
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
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1.10., 2008.11.27.>
제15조(등록보상금)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0만원<개정 1992.11.10.>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개정 1992.11.10.>
3. 의장권은 30만원<개정 1992.11.10.>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구청장은 유상으로 구 "소유특
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발
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
만원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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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1.7.15.] [충청
북도음성군조례
제
2064호, 2011.7.15., 일
부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는액
2.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
만원을 초과 1,000만원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만원)×20/100+30만원
3.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10/100+210만원
②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
정에 의한 공무원( 국가공무원은제외 한다. 이하 같다) 의 직
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
을향상시키고 이로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
여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실용신안권은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3. 의장권은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며 또는 기타 처분을 한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
금의 20%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 대금의 20% 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
게 무상으로 하려 한 때에는 제
1호의 규정에 준하는 액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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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7.1.] [서울
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868호, 2011.6.9., 타
법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
원 직무발명 보상 조
례
[시행 2011.6.7.] [서울
특별시중구조례 제970
호, 2011.6.7., 일부개
정]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7.20.,2007.11.01., 2009.11.05.)
제15조 (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
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본조개정 2009.11.05.>
제16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본조개정 2009.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
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3.02.27., 개정 2011.6.7.)
제15조(등록보상금)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0만원 (개정 2005.07.20.)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개정 2005.07.20.)
3. 의장권은 30만원 (개정 2005.07.20.)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구청장은 유상으로 구 "소유특
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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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
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1.5.13.] [서울
특별시종로구조례 제
887호, 2011.5.13., 일부
개정]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
당하는 액
2.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
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해당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만원)×20/100＋30만원(개정
2011.6.7.)
3.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해당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10/100＋210만원(개정
2011.6.7.)
②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속하는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
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인
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
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5.13, 2009.3.6.,
2004.11.05.)
제15조(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은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개정 2011. 5.13, 2009.3.6.>
1. 특허권 50만원(개정 2009.3.6., 2004.11.05.)
2. 실용신안권 30만원(개정 2009.3.6., 2004.11.05.)
3. 디자인권 20만원(개정 2009.3.6., 2004.11.0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차
례만 지급한다.<개정 2011. 5.13, 신설 2009.3.6.>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
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
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3.6.>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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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
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1.4.14.] [서울
특별시구로구조례 제
946호, 2011.4.14., 일부
개정]

인천광역시남구 공무
원 직무발명 보상 조
례
[시행 2011.3.31.] [인천
광역시남구조례
제
1059호, 2011.3.31., 제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개정 2011. 5.13, 2009.3.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
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
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
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6.>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게 승계 할 것
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차
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1.06.>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
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
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
라 인천광역시남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
로써 이를 보호·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
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인천광역시남구의 산
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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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
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
정]
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
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
분의 30 범위 안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보상금을 발명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에 따라
광주시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
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
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광주시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명 보상 조례
: 100만원
[시행 2011.3.25.] [경기 1.2. 특허권
실용신안권 : 80만원
도광주시조례 제436호,
3. 디자인권 : 50만원
2011.3.25., 제정]
4. 저작권 : 80만원
5. 컴퓨터프로그램 : 80만원
6. 품종보호권 :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
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
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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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보상 조례
[시행 2010.12.31.] [전
라남도구례군조례 제
1926호, 2010.12.31., 일
부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 공
무원 직무발명 보상조
례
[시행 2010.12.30.] [서
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042호, 2010.12.30.,
일부개정]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
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
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
리·운영하여 구례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다.〈개정 2007. 3. 7.〉<개정 2010. 12. 31.>
제15조(등록 보상금) 군에게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은 100만원
2. 실용 신안권은 50만원
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 양
도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등
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인
한 수입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정
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
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동
작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30., 2008.7.30., 2009.12.30.>
제15조(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개정 2008.7.30.>
1. 특허권은 50만원 <개정 200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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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
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0.10.7.] [서울
특별시관악구조례 제
857호, 2010.10.7., 일부
개정]

2. 실용신안권은 30만원 <개정 2008.7.30.>
3. 디자인권은 20만원 <개정 2008.7.3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
에 한하여 지급한다.<신설 2008.7.30., 2009.12.30.>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
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
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1. <삭제 2008.7.30.>
2. <삭제 2008.7.30.>
3. <삭제 2008.7.30.>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개정 2008.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
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
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
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
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
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15조(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
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08.01.>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
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08.01.>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
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
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08.01.>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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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0.10.1.] [서울
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865호, 2010.10.1., 일
부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직
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조례
[시행 2010.9.30.] [대구
광역시수성구조례 제
807호, 2010.9.30., 제
정]

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개정 2008.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
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
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①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
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
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
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
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
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수성구
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1.특허권 150만원
2.실용신안권 100만원
3.디자인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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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
무원 직무발명 보상조
례
[시행 2010.10.1.] [서울
특별시노원구조례 제
882호, 2010.9.24., 일부
개정]

창녕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조례
[시행 2010.8.31.] [경상

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
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
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
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
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
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
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
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
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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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창녕군조례

제
2006호, 2010.8.31., 일
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
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0.8.13.] [서울
특별시강남구조례 제
979호, 2010.8.13., 일부
개정]

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
로 한다.(개정 1989. 8. 10 조례 제1138호)(개정 1994. 5. 20 조
례 제1367호)(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1
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특허권 100만원(개정 1984. 2. 28 조례 제833호)
2. 실용 신안권 50만원(개정 1984. 2. 28 조례 제833호)
3. 의장권 30만원(개정 1984. 2. 28 조례 제833호)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
입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
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강
남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12.>
제15조(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
에 대하여는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8., 2010.03.12.>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의장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
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03.12.>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소유 특허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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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
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0.7.1.] [서울
특별시은평구조례 제
834호, 2010.7.1., 일부
개정]

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2.>
② 구청장은 구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
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
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
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
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
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 4, 2010. 7. 1)
제15조(등록보상금)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0만원(개정 2000.12. 4)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개정 2000.12. 4)
3. 의장권은 30만원(개정 2000.12. 4)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구청장은 유상으로 구가 구소
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
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
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
당하는 액
2.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
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만원)×20/100+30만원
3.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10/100+210만원
②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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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
례
[시행 2010.7.1.] [경상
남도창원시조례 제82
호, 2010.7.1., 제정]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조례
[시행 2010.4.8.] [강원
도횡성군조례 제2030
호, 2010.4.8., 제정]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
15조에 따른 창원시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보호ㆍ장려하고, 연구의
욕을 향상시키며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창원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보상금) ① 시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
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
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횡성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 ①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
등 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디자인권 3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
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5조(특허권 등의 처분보상금) ①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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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10.3.17.] [경상
남도거제시조례 제890
호, 2010.3.17., 일부개
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
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
에 관한 조례
[시행 2010.3.11.] [울산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
14조 및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
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③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4조와 제1항에 따
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에 따른
시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
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
로 관리 운영하여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2010.3.17.>
제15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1건
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
정 2010.3.17.>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의장권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할
때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
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개정 2010.3.17.>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
입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0.3.17.>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0.3.17.>
3. 직무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
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
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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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울주군조례 제
588호, 2010.3.11., 전부
개정]

청원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조례
[시행 2010.1.20.] [충청
북도청원군조례
제
2104호, 2010.1.20., 일
부개정]

제14조(등록보상금) ① 군수는 군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매 권리당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처분보상금) ①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
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
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
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
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2010. 1. 20>
제15조(등록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
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실용신안권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3. 의장권은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각 호의 보상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할 때에는 그 실시료 수입금의
20%이상 30%이하에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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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무원 직무발
명 보상 조례
[시행 2009.12.30.] [전
라남도함평군조례 제
1953호, 2009.12.30., 일
부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09.12.29.] [광
주광역시동구조례 제
810호, 2009.12.29., 제
정]

게 무상으로 하여야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
라 함평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
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
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28, 2009.12.30.)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매 권리
당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1. 특허권 50만원(개정 2009.12.30.)
2. 실용신안권 30만원(개정 2009.12.30.)
3. 디자인권 20만원(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
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9.12.30.)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①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
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
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②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신설 200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
써 이를 보호·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
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광주광역시 동구의 발
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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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
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09.10.30.] [서
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706호, 2009.10.30.,
전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
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09.10.23.] [인
천광역시계양구조례

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
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
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속하는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1. 특허권은 50만원
2. 실용신안권은 30만원
3. 디자인권은 2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
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
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
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
로써 이를 보호·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
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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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9호,
제정]

2009.10.23.,

나주시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보상 조례
[시행 2009.8.3.] [전라
남도나주시조례 제798
호, 2009.8.3., 일부개
정]

제15조(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
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
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
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
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
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나주시
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
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
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거나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
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
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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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포시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조례
[시행 2009.4.20.] [전라
남도목포시조례 제
2542호, 2009.4.20., 일
부개정]

고흥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09.4.10.] [전라
남도고흥군조례 제
2091호, 2009.4.10., 일
부개정]

30퍼센트 이하의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
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 하여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0>
제15조 (등록 보상금) 시에서 승계 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개정 84·2·4, 2009·4·20>1. 특허권은 10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특허권
을 양도·실시 또는 그 밖에 처분을 한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한다.<개정 2009·4·20>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직무 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
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
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직무발
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
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9.29., 2009.1.9., 2009.4.10.)
제15조(등록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
여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개정 1984.2.3. 조례942호)
1. 특허권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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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09.2.20.] [전라
북도정읍시조례 제872
호, 2009.2.20., 제정]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09.1.9.] [전라
남도순천시조례 제
1066호, 2009.1.9., 일부
개정]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
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
의 20%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
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정읍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
다)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
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
리·운영하여 정읍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0조(등록보상금)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해서는 권리당 50
만원의 등록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만 지급한다.
제12조(처분보상금) ① 시장이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
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
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
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
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
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2009.01.09.>
제15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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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할 때에는 그 실시로 인한
수입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직무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광명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
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광명시
(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1조(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명자에게 지급하
광명시 지방공무원 직 여야 한다.
무발명 보상 조례
1. 특허권 100만원
[시행 2009.1.7.] [경기 2. 실용신안권 50만원
도광명시조례 제1639 3. 디자인권 30만원
호, 2009.1.7., 제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
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2조(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
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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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지
방공무원 직무발명 보
상 조례
[시행 2008.12.31.] [부
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512호, 2008.12.31.,
일부개정]

장성군 지방공무원 직
무 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08.12.31.] [전
라남도장성군조례 제
1842호, 2008.12.31., 일
부개정]

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무발명에 관
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
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 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제11조(등록보상금) 구청장은 구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
여는 권리 1건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구청장은 구유 특허권을 양도
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1건에 대
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
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구
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이
하인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
2. 구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
만원초과 1,000만원이하일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
(그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100만원)×20/100+30만원
3. 구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
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할 액(그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10/100+210만원
②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유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
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
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
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
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장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1
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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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방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08.9.16.] [울산
광역시북구조례 제473
호, 2008.9.16., 일부개
정]

1. 특허권은 100만원 ∼ 1,00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 200만원
3. 의장권은 10만원 ∼ 5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거나 또는 기타 처분을 한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할 때에는 그 실시료 수입금
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직무 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
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
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
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
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울산
광역시북구(이하“구”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제13조(등록보상금) 구청장은 구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
여는 권리 매 1건에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구청장은 유상으로 구 소유 특
허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이 하인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
당하는 액
2.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
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만원)×20/100＋30만
원
3.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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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
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08.7.31.] [서울
특별시도봉구조례 제
816호, 2008.7.31., 일부
개정]

철원군공무원

직무발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10/100＋210만원
②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 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
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
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
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
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
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
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7.31.>
제15조(등록보상금)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권리 매1건 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개정 99.8.4>
1. 특허권은 10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유상으로 구 소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 대금이나 그 실시료의 30/100
에 해당하는 액
2.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 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
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만원) × 20/100 + 30
만원
3.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10/100 + 210만원
② 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 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
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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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8.7.2.] [강원
도철원군조례 제2027
호, 2008.7.2., 제정]
강원도 철원군(농업기
술센터)

서 울특별시마포구공무
원직무발명보상조례
[시행 2008.6.12.] [서울
특별시마포구조례 제
710호, 2008.6.12., 일부
개정]

에 의거 철원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
구의욕을 향상
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①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
에 대해서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
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
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출
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
거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
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
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12.5)
제15조(등록보상금)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만원
3. 의장권은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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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조례
[시행 2008.6.5.] [경상
남도양산시조례 제584
호, 2008.6.5., 일부개
정]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08.3.20.] [충청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구청장은 유상으로 구소유 특
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
당하는 액
2.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
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 × 20/100+30
만원
3.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 × 10/100 + 210만원
②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 보상금으
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
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
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
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등록 보상금의 지급) 제14조 (등록 보상금의 지급)시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 제15조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
항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및 제16조의 규
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이
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
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 수입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
는 액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 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직무 발령
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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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옥천군조례
제
2217호, 2008.3.20., 일
부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조례
[시행 2008.1.14.] [경상
남도거창군조례 제
1878호, 2008.1.14., 일
부개정]

시키고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옥천군
(이하“군”이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93.8.14, 01.7.25, 08.3.20>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매 1
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
정 01.7.25>
1. 특허권은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2. 실용신안권은 5만원이상 10만원이하
3. 의장권은 1만원이상 5만원이하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하여 한 때에는 그 실시료 수입금
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하려 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액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특허법」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
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
키고 이로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 산업발
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14조 (등록 보상금의 지급)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 제15조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
급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의장권 30만원 (개정 1984. 2. 20 조례 제778호)
제 16조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
당하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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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08.1.14.] [충청
북도영동군조례
제
2089호, 2008.1.14., 전
부개정]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
정에 의한 공무원(영동군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영
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06.05.18,08.01.14>
제11조(등록보상금) 군수는 군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는 매 권리당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①군수는 군 소유 특허권
을 유상으로 직접 실시하거나 다은 사람에 대하여 유상으로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하는 경우에는 발명자
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08.01.14>
1.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
3. 통상실시권의 허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처분보상금은 권리 매1건에
대한 넘겨주는 대금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
여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08.01.14>
1. 군 소유 특허권의 넘겨주는 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
금이 천만원 이하인때에는 그 넘겨주는 대금이나 실시료의 100
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군 소유 특허권의 넘겨주는 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
금이 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해당 넘겨주는 대금 또는실시료 - 1000만원) × 20/100 +
300만원
3. 군 소유 특허권의 넘겨주는 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
금이 5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해당 넘겨주는 대금 또는 실시료5,000만원) × 10/100 + 1,100만원
③군수는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군 소유 특허권의 전용 실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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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07.11.23.] [충
청북도증평군조례 제
264호, 2007.11.23., 일
부개정]

충주시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07.8.13.] [충청
북도충주시조례 제803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용하거나 무상으로 군에서 직접 실
시할 때에는 제2항 각호에 따라서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
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08.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특허법」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평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
키며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증평군(이하 “군”이
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제10조(등록보상금) 군수는 군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50
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등록보상금
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 ① 발명기관의 장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시 그 내용을 군수와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처분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하며, 처분을 한 발명기관의
장은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처분보상금·기관포상금의 지
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처분보상금) ① 군수 또는 발명기관의 장이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
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처분수입금의 30/100
2.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처분수
입금-1,000만원) × 20/100 + 3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처분수입금-5,000
만원)×10/100 + 1,100만원
②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
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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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8.13., 일부개
정]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
무 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07.8.3.] [전라
남도화순군조례 제
1929호, 2007.8.3., 일부
개정]

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한 특
허권에 대하여서는 권리 매 1건에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
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거나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권리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
1.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
만원×100분의 20＋30만원
3.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
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100
의 10＋210만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
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3.)
제15조(등록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요가치 등을 참작하
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1. 특허권 : 100만원
2. 실용신안권 : 50만원
3. 의장권은 :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
도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
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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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특별시중랑구공무
원직무발명보상조례
[시행 2007.3.27.] [서울
특별시중랑구조례 제
704호, 2007.3.27., 일부
개정]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조례
[시행 2006.11.15.] [전
라북도군산시조례 제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
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
거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소속하는 공무원(이
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
를 보호 장려하여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권리 매1건마다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유상으로 구소유 특
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구가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발
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 일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실시료의 30/100에 해
당하는 액
2.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
한 액 (당해 양도대금 또는실시료-100만원)×20/100+30만원
3.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10/100+210만원
②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을허여하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에 소속하는공무원(이하“공무원”
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이를 보호,장려
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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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호, 2006.11.15., 제
정]

청송군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2006.9.22.] [경상
북도청송군조례
제
1678호, 2006.9.22., 제
정]

마산시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관리,운영하여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 시장은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
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1건마다 다음과 같은 보상금을 발명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제15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유상으로 시유특허권
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 1건
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무상으로제3자에게 시유특허권의 전용 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을허가하거나 무상으로 시가 직접 실시할 때
에는 연간 수입의 100분의 50 범위내에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특허법」제39조 및 제40
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청송군지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이를 보호·장려하여, 연
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
영하여 청송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1
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수 있다.
1. 특허권 : 50만원
2. 실용신안권 : 30만원
3. 디자인권 : 2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① 군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무상
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의 처분수입
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
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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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5.10.] [경상
남도(구)마산시조례 제
712호, 2006.5.10., 일부
개정]

김해시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조례
[시행 2006.5.8.] [경상
남도김해시조례 제592
호, 2006.5.8., 일부개
정]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
고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의 산업 발
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0.>
제15조 (등록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중우수성 및 실용 가치성을 참작하
여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
입금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액
3. 직무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할 때에는 제
1호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
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
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1
건 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의장권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 223 -

통영시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조례
[시행 2005.8.10.] [경상
남도통영시조례 제577
호, 2005.8.10., 일부개
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
무원직무발명 보상 조
례
[시행 2003.1.1.] [서울
특별시양천구조례 제
620호, 2003.1.1., 일부
개정]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
입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특허법」제39조 및 제40
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
하여 시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제15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 가치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1
건마다 다음 각호의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의장권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 또는 기타 처분을 한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
입금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1. 특허권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
로 수입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2. 특
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
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직무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
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
거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
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
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6>
제15조(등록보상금)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권리 매１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만원
3. 의장권은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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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
처분·관리및보상등에
관한조례
[시행 2001.8.7.] [강원
도고성군조례 제1769
호, 2001.8.7., 제정]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유상으로 구 소유특
허권을 양도하거나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１건에 대
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
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
당하는 액
2.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
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만원)×20/100＋30만원
3.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10/100＋210만원
② 구청장은 무상으로 제３자에게 구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
시할 때에는 제１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동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공무원(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등록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
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
상금은 실용신안법
제17조(처분보상금) ① 군수는 유상으로 군유특허권을 양도 또
는 제3자와 계약에 의하여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유상으로 군수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1건에
대한 양도금 또는 사용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
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군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사용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사용료의 30/100에 해
당하는 액
2. 군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사용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 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20/100＋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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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보상 조례
[시행 1998.4.4.] [전라
남도여수시조례 제9호,
1998.4.4., 제정]

담양군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조례
[시행 1997.10.24.] [전
라남도담양군조례 제
1513호, 1997.10.24., 일
부개정]

3. 군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사용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 는 사용료－1,000만원)×10/100＋210만원
②군수는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군소유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
정 또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 무상으로 군이 직접 사용할 때
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
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
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여수시
(이하“시”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 허 권 : 100만원
2. 실용신안권 : 50만원
3. 의 장 권 :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
도 실시하거나 또는 기타 처분을 한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인한
수입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직무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을 제외한다.이와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
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
여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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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조례
[시행 1997.10.8.] [전라
남도보성군조례 제
1489호, 1997.10.8., 일
부개정]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
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
의 20%이상 30%이하에해당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
이하에 해당되는 액
3. 직무발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
에 따른 군산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
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
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군수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
의 권리를 양도받거나 제9조의 규정에의한 특허출원이 등록 사
정된 때에는 특허권 권리 매1건에 100만원의 보상금을 발명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군수는 유상으로 군소유 특허
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와 유상으로 군수가 직접 실시할 때에
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군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
만원 이하인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당
하는 금액
2.군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
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만원) ×20 / 100 + 30만원
3.군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액이
1,000만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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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지방공무원의직
무발명보상조례
[시행 1997.8.25.] [전라
남도완도군조례 제
1616호, 1997.8.25., 일
부개정]

영광군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조례
[시행 1997.8.14.] [전라
남도영광군조례 제
1568호, 1997.8.14., 일
부개정]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10/100 + 210만원
② 군수는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군소유 특허권의 전용 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을 허가하거나 무상으로 군이 직접 실시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 보상금으
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이 조례는 특허법 제 39조 및 제40
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
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
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
하여완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8. 25〉
제15조 (등록보상금) 완도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
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개정 97. 3. 14〉
1. 특허권은 10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실시하여 또는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
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개정 97. 3. 14,
97. 8. 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
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
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영광군
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8.14.)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1
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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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1997.7.30.] [전라
남도곡성군조례 제
1404호, 1997.7.30., 일
부개정]

울산광역시동구

지방
공무원 직무 발명 보
상 조례

1. 특허권은 10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그 실시료 수입
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
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1
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
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같은법 제40조의 규
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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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7.7.15.] [울산
광역시동구조례 제36
호, 1997.7.15., 제정]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

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시행 1997.7.15.] [울산
광역시중구조례 제36
호, 1997.7.15., 제정]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울
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등록보상금) 구청장은 구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권리 매 1건에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제14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유상으로 구 소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
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
리 매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
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1.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이하인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
당하는 액
2.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
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만원)×20/100＋30만
원
3.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10/100＋210만원
②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 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
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같은법 제40조의 규
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울
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 구청장은 구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
여는 권리 매 1건에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유상으로 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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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지방공무원의직
무발명보상조례
[시행 1997.6.30.] [전라
남도무안군조례 제
1465호, 1997.6.30., 일
부개정]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
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
리 매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
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1.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이하인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
당하는 액
2.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
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실시료 - 100만원)×20/100＋30만원
3.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10/100＋210만원
②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 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
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
에 따른 공무원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직무발
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
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
여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1. 특허권 : 100만원
2. 실용 실안권 : 50만원
3. 의장권 :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
급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
이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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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천시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조례
[시행 1995.6.1.] [경상
남도사천시조례 제39
호, 1995.6.1., 제정]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
례
[시행 1995.3.2.] [부산
광역시기장군조례 제
31호, 1995.3.2., 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공무원(국가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
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15조 (동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1.특허권 100만원
2.실용신안권 50만원
3.의장권 30만원
제 16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
을 양도 실시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1.특허권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
의 20퍼 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직무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
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
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게 승계할 것으로 결정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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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조례
[시행 1994.11.23.] [경
상남도남해군조례 제
1372호, 1994.11.23., 일
부개정]

진해시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조례
[시행 1989.8.22.] [경상
남도(구)진해시조례 제
1226호, 1989.8.22., 일
부개정]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의장권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1. 특허
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 한다"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
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법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방 자치단
체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 984. 2. 21 조례 제838호)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의장권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거나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
용 및 수입금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
입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하게 할 때 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발명에 관
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지방자치 단체
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8.22>
제15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권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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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령군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조례
[시행 1989.8.11.] [경상
남도의령군조례 제
1097호, 1989.8.11., 일
부개정]

함양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조례
[시행 1989.8.10.] [경상
남도함양군조례 제
1062호, 1989.8.10., 일

<개정 84. 2.28>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의장권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 특허권의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직무 발명을 시 스스
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야할 때에
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
한 공무원(국가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
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발
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등을 참작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
1.특허권 100만원
2.실용신안권 50만원
3.의장권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1.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
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
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
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발
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9.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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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정]

합천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 1989.8.10.] [경상
남도합천군조례 제
1052호, 1989.8.10., 일
부개정]

신안군 지방공무원 직
무발명 보상 조례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1
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의장권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
입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발명
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
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매 1
권 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4. 조례 제774호)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의장권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금액 2. 특
허권의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이하
에 해당하는 금액 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특허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
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발명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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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9.7.29.] [전라
남도신안군조례 제930
호, 1989.7.29., 일부개
정]

보은군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조례
[시행 1989.3.10.] [충청
북도보은군조례
제
1158호, 1989.3.10., 일
부개정]

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방자치 단
체의 산업발전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복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은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등을 참작하여권리 1건
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
시하여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할 때에는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
입금 등을 창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
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직무발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
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에 준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
한 공무원("국가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하므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 의욕을 향상시
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
여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1. 특허권은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2. 실용신안권은 5만원이상 10만원이하
3. 의장권은 1만원이상 5만원이하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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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조례
[시행 1989.3.6.] [충청
북도단양군조례
제
1138호, 1989.3.6., 일부
개정]

괴산군 지방공무원수
당 직무발명 보상 조
례
[시행 1989.2.28.] [충청
북도괴산군조례
제
1174호, 1989.2.28., 일
부개정]

입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
게 무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
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
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단양군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
여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1. 특허권은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실용신안권은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3. 의장권은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며 또는 기타 처분을 한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단양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
으로 하려 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
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
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
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 호의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2. 실용신안권 5만원이상 10만원이하
3. 의장권은 1만원이상 5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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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며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 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이상 30%이하에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
게 무상으로 하려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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