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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국제적 법질서와 국내법〉

직무발명의 귀속과 보상*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1)

丘 大 煥**

Ⅰ. 서론

1. 직무발명제도의 배경

일본 시마즈제작소의 연구원인 다나카 주임이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것은 직무

발명 보상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다나카의 노벨상 수상 발표 이후 시마즈 

제작소의 주가는 261엔에서 한 때 475엔까지 급등하 고 11일간 주가가 82% 상

승하여 시가총액이 478억엔(약 5,000억원) 증가하 다.1) 그러나 노벨상의 광을 

안겨준 특허를 1985년 등록했을 당시, 시마즈 제작소가 다나카에게 지불한 돈은 

불과 1.1만엔에 불과하 다.

얼마 전 일본에서, 전 세계 휴대전화 90%에 들어있는 청색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2)를 발명한 사원에게 200억엔(약 2,200억원)을 지급하라는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gucci@snu.ac.kr.
1) 삼성경제연구소, “직무발명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기업 연구원의 노벨상 수상이 
제기한 이슈―”, CEO Information, 2002.11.20. 제375호.; http://www.csmonitor. 
com/2002/1104/p06s01-woap.html, Jonathan Watts, Japan's newest star: a chemist, 
2005.9.21. http://www.japantimes.co.jp/cgi-bin/getarticle.p15?nn20021011a6.htm, 2005.9. 
21. The Japan Times: Oct. 11, 2002.

2)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는 전기를 통해 주면 전자가 에너지 레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며 특정한 파장의 빛을 내는 반도체소자를 말한다. 
LED는 컴퓨터 본체에서 하드디스크가 돌아갈 때 깜빡이는 작은 녹색 불빛이나 대형 
전광판, 핸드폰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전력소비량이 기존 전구의 1/12 수준이며 
수명은 전구의 100배 이상, 전기에 대한 반응속도는 1,000배 이상이다. 저전력에서 
고휘도의 빛을 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용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LED는 어떤 화합물
반도체(예, GaP, GaAs)를 쓰느냐에 따라 빛의 색깔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셀렌(S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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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있었다. 청색 발광다이오드는 1993년 말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 연

구원으로 근무하던 나카무라 슈지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졌으며, 그 당시 회사는 

개발의 성과급으로 2만엔의 포상금을 나카무라에게 지불하 다. 그러나 나카무라

는 2000년 초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버라 대학으로 이적하고, 일본 동경지방법

원에 200억엔의 개발 대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다. 2004. 1. 30. 법원은 

회사측이 이 특허로 얻은 이익을 1,208억엔으로 추산하고 발명자의 기여를 50%

로 보고 600억엔을 보상해야 하지만 원고의 청구액이 200억엔이므로 청구액 전

액을 보상하라고 판결하 다.3) 동경고등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소송에 대해 화해를 권고하면서 직무발명의 대가로서 과거의 판

례를 참고하여 해당특허로 기업이 얻은 이익의 5%를 제시했다. 이 분쟁은 기업

이 발명자에게 발명대가로 약 6억엔(약 60억원)에 지연손해금을 합쳐 8억4000만

엔(약 84억원)을 지불하고 화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4) 니치아 회사와 일본은 

인재와 그의 지식을 한꺼번에 잃은 것이다. 한 명의 핵심인력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는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5) 

직무발명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

미국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규정이 정착되어 있으며 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개인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직무발명이 이루어졌다

기보다는 회사의 급여, 연구설비 제공, 연구비 지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

다고 인식하고, 회사는 보상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하기 때문이다.6) 일본뿐 

나 실리콘탄화물(SiC)을 이용하면 500nm 이상의 장파장 녹청색 소자가 된다. 적색이
나 녹색을 내는 것은 수십 년 전에 개발되어 산업 및 생활가전 등에 폭 넓게 쓰이고 

있다.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도전하 으나 450nm 이하 고휘도 청색 LED 개발에는 성
공하지 못하다가 1990년 일본의 니치아화학공업의 나카무라 연구팀에서 질화갈륨
(GaN)을 이용하여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다.

3) 이 사건은 다음 사이트들에 소개되어 있다. http://www.japantoday.com/e/?content= 
comment&id=713, 2005.8.30.; http://kotisivu.mtv3.fi/pvalkonen/news.html, 2005.8.17., 
Patent World # 160, March 2004, pp.5-6.; The Japan Times online 2005.1.15. 자 뉴
스, http://www.japantimes.co.jp/cgi-bin/getarticle.pl5?nn20050112a1.htm, 2005.8.30.; http: 
//www.managingip.com/?Page=17&ISS=15442&SID=503871, 2005.8.17. 참조.

4) 법원의 화해를 받아들이는 이유에 관하여 나까무라측의 입장은 다음 사이트에서 상세
하게 기술하고 있다. http://www.tokyoeiwa.com/led/proceeding_e.html, 2005.8.17. 접속.

5) 과거에는 수십만 명이 군주와 특권층을 먹여 살렸다.
6) 미국에서는 사용자(회사)가 직무발명의 실시권을 보유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실시하
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자료나 도구를 이용하거나 
사용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발명을 고안하고 완성하여 특허권을 취득하 을 경우, 회



2005. 9.]  직무발명의 귀속과 보상 161

아니라 국내에서도 직무발명의 보상을 둘러싸고 기술인력과 회사간에 갈등이 증

가하는 추세에 있다(<표 1> 참조).7) 직무발명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결과

라 볼 수 있다.

<표 1> 직무발명 보상을 둘러싼 대표적인 소송 사례8)

구분 시기 내용 청구액 판결내용

일본

아지노모토 2002
인공감미료 ｢아스파르템｣을 대

량 제조하는 특허를 보유한 직

원이 실적보수를 요구 

약 20억엔 1억 8,935만엔

니치아

화학공업
2001

93년에 개발한 청색 발광다이오
드에 대해 개발자인 나카무라교

수가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약 200억엔 200억엔

히타치제작소 1997 CD판독기구 등 광관련 기술특
허에 대해 실적보상을 요구

약 2억 5천
만엔

1억 6,300만엔

올림푸스

광학공업
1995

CD등에 사용되는 판독장치의 
소형화와 관련한 특허에 대해 

보상 요구

5,229만엔 250만엔
(상고 중)

미국 Sears 1969

소캣스패너를 개발한 종업원의 

특허권에 대해 회사가 1만달러
를 지불했으나, 5년 뒤 그 종업
원이 자신의 특허의 수익잠재력

이 양도 당시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

불명

820만달러
이상의 배상금

지급

한국

삼성전자 2002 휴대전화 한 입력 발명창안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266억원 항소기간 중

소 취하

동아제약 2002
항진균제 개발로 회사 매출액 

신장에 기여했다며 3억 5천만원
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3억 5천만원 3억
(회사 항소 중)

직무발명제도의 핵심은 직무발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9)와 그에 대

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 이 의 목적은 종업원이 

사는 무상으로 특허권을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7) 삼성경제연구소, 직무발명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8) 삼성경제연구소, 직무발명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원문의 내용에 포함된 오류를 필
자가 일부 정정하 음).

9) 종업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의 범위를 설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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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룩한 발명의 귀속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발명보상기준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과 사용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훨씬 더 크고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

근 법률개정으로 종전에는 국가에 귀속되던 국립대학교수들의 직무발명들이 이

제는 대학의 소유로 되고 이들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그 관리를 강화

하고 있다. 또한 대학마다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대학의 지

식재산에 대한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대학교수의 발명이 대학에 속하는지 아니

면 발명자인 대학교수에게 속하는지에 관하여 마찰이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 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직무발명제도를, 특히 대학교수 등10)의 발

명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 현실에 

맞는 직무발명의 범위기준과 보상기준의 설정에 도움이 될 만한 개선사항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 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한다. 첫째, 직무발명의 의의와 현황을 살핀

다. 둘째, 현행 직무발명제도 하에서의 직무발명의 범위와 귀속이 어떻게 결정되

는지를 조사한다. 셋째, 미국의 직무발명제도를 검토한다. 넷째, 우리나라와 미국

의 직무발명제도를 서로 비교하고, 현행 직무발명제도에 있어서 직무발명의 귀속

과 보상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Ⅱ. 직무발명의 의의와 현황

1. 직무발명의 의의

종업원이 한 발명은 크게 職務發明과 自由發明으로 나눌 수 있다. 직무발명이

란 종업원 등11)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12)의 업무범

10) 이 에서 ‘대학교수 등’은 대학교수, 학생, 조교, 교직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
용한다.

11) “종업원 등”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발명진흥법[일부개정 
2002.12.5. 법률 제6752호 산업자원부] 제2조 제4호.

12) “사용자 등”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발명진흥법[일부개정 
2002.12.5. 법률 제6752호 산업자원부]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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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13)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을 ‘특허법 제39조 제1항․실

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

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4)

발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발명”은 종업원이 한 발명이 종업원의 직무

와는 무관하나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이다. 즉, 사용자의 업무에 속하

는 발명으로서 직무발명을 제외한 것을 業務發明이라고 한다. “자유발명”은 종업

원이 한 발명이지만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을 가리킨다.15) 자유발명은 

당연히 종업원에게 특허권이 주어지고, 직무발명도 원칙적으로 종업원에게 특허

권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다. “종업원발명”이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 또는 근

로자가 완성한 발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직무발명, 자유발명, 업무발명을 모두 포

괄하는 발명이다.

직무발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이익배분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하다.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발명에 대한 권리를 합리적으로 배분

할 때, 사용자는 연구개발투자를, 종업원은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인센티브

를 갖게 되는 것이다. 양자간의 합리적인 권리배분을 위해서는 우선, 직무발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즉,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경계를 바로 

설정하여야 어느 쪽도 불만이 없게 된다. 다음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사

용자와 종업원 모두에게 적절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어서 약자인 종업원에게 불리한 입장이 많다.16)

13) 예를 들어 종업원의 직책으로 보아서 발명을 하는 것이 예상되거나 기대되는 연구소
의 연구원, 설계부의 설계사, 공장장, 기술담당이사 등의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용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피용자가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
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1991.12.27. 선
고, 91후1113.

14) 발명진흥법[일부개정 2002.12.5. 법률 제6752호 산업자원부] 제2조 제2호.
15) 발명진흥법[일부개정 2002.12.5. 법률 제6752호 산업자원부] 제2조 제2호에서는 자유
발명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이라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이재성, “직무발명에 관한 연구 ―독일의 종업원발명법을 중심으로―”, 한남대학
교 박사학위논문(이하, 이재성이라 한다), 2002.8., pp.6-7.

16) 현실적으로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발명자의 권리가 사용자에게 자동 승계되
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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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발명제도의 현황

산업혁명의 여명기에는 발명이 천재의 직관과 감에 의존한 것이 많았다. 현

대의 발명은 주로 조직력과 투자자본에 따른 기업 활동의 성과로 이루어진다. 현

대 과학기술은 고도화되어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막대

한 연구비와 대규모의 연구시설이 필요하고, 기술혁신은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대의 발명은 개인

보다는 조직화된 기업체나 연구소․대학․국가기관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

다. 우리나라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발명의 비중은 개인발명에 비하

여 절대적으로 높다. 우리나라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3년

에 66.5% 다가, 1999년 82.6%, 2000년 76.6%, 2001년 79.5%, 2002년 81%로서 

대략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17)

<표 2> 최근의 직무발명(특허출원) 추이18)

(건: %)

1993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개인발명(A) N.A. ... 7,231 9,121 13,959 23,883 21,083 19,711
 직무발명(B) N.A. ... 85,503 66,067 66,683 78,127 81,928 84,280
 계(C) N.A. ... 92,734 75,188 80,642 102,010 103,011 103,991
 비율(B/C) 66.5 ... 92.2 87.9 82.6 76.6 79.5 81.0

따라서 회사의 발전과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향상은 직무발명을 어떻게 활성

화시켜 나가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9) 우리 특허법에는 직무발명

(특허법 제39조)과 그 보상(제40조)에 대한 규정이 있다. 직무발명 규정은 종업원

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

여 기술혁신을 촉진하며,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

된 것이다. 직무발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01년 노동부의 직무발명보상제도

17) 텍사스인스트루먼트사는 업이익의 30%를 기술 로열티에서 획득하고, IBM은 특허 
한 건당 평균 로열티가 7.5만 달러이다.

18) 이재성, “직무발명제도”, 산업재산권과정,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제특허연수부, 2003
(이하, 이재성, “직무발명제도”라 한다), p.98.

19) 1980년∼2000년 기간 중 특허권 등 사용료의 국제수지는 489억 9,360달러의 누적적
자가 발생하 다. 민철구 외, 대학연구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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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의하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15.6%에 불과하고, 그것도 시혜적 보상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실적보상이

나 처분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각각 5.6% 및 1.1%에 불과하다.

이에 비하여 일본기업은 조사대상기업의 62.1%가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고 있

으며, 이중 실적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20) 높아진 

생산성에 대하여 응분의 보상이 주어질 때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보상은 보상체제의 선순환에 결정적이다. 높아진 생산성만큼의 경제적 보상

을 해주기 때문에 실적보상은 시혜적 보상보다 보상금액이 클 가능성이 많다. 일

본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실태를 <표 4>에서 살피면, 금전적 보상으로서 상여일시

금이 5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스톡옵션과 연구비 증액이 각각 2.9%와 

2.2%이다. 그리고 비금전적 보상으로 표창 60.3%, 승진승격 43.3%로 나타났다. 

우리 국내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실태와 크게 대비된다. 한편, 직무발명보상제도 실

시율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3>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실태21)

(업체수, %)

시혜적 보상 (장려금 지급) 실적 보상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

173(11.1) 30(1.9) 32(2.1) 87(5.6) 17(1.1) 6(0.4)
특허출원전

보상

출원시

보상

특허등록의

기업승계후 보상

실시에 따른

이익배분 보상

권리처분시

보상

비공개, 출원
유보시 보상

 

<표 4> 일본기업 직무발명 보상 유형22)

(단위 : %)

금전적 보상 비금전적 보상 

상여 일시금 스톡옵션 연구비 증액 표창 승진승격 연구재량권 확대

58.1 2.9 2.2 60.3 43.3 5.9

20) 이재억, 과학기술계 지식가치 보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11. p.70.

21) 삼성경제연구소, 직무발명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p.10.; 2001년 노동부 직무발명보
상 조사. 조사대상 중 설문에 회신한 1,565개 기업 중 직무발명보상을 하고 있는 244
개(조사대상기업의 15.6%) 기업의 복수응답 결과.

22) 이재억, p.71.;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처우조사”, 일본노동기구(2002.8.), 복수응답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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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업규모별 직무발명 보상 실시 비율

(단위 : 명, %)

기업규모별 30-40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 이상

실시비율 11.5 17.1 17.5 38.2 31.3 60.9

Ⅲ. 직무발명의 범위와 귀속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發明者主義와 使用者主義의 두 가

지 시각이 있다.23) 발명자주의는 근로자에 의한 발명에 대한 권리는 원시적으로 

근로자인 발명자에게 귀속한다는 사상으로서, 발명자는 자신의 착상 또는 관념에 

대한 자연권을 갖는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발명자주의는 제퍼슨의 미국독립

선언문과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에서 그 이념을 찾을 수 있다.24) 사용자주의

는 근로자의 발명에 관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는 사상으로, 

노동원칙에 입각하여 발명은 근로의 성과이므로 그 발명에 대한 권리도 사용자

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25) 사용자주의는 초기산업사회에서 근로자의 

지위가 저하되어 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행 제도상 직무

발명의 요건과 대학교수발명의 귀속 및 보상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직무발명의 요건

직무발명의 범위와 귀속의 문제는 직무발명의 요건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요

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발명은 직무발명에서 제외될 것이다. 직무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1) 발명이 종업원 등에 의하여 

창출되었고, (2)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고, (4)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

는 발명이어야 한다.26) 아래에서는 위 요건들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3) 이외에 이론적으로는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24) 이재성, p.15.
25) 이재성, p.14.
26) 특허법 제39조 제1항은 직무발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법인의 임

원 또는 공무원 (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
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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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 등’의 발명

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 등’이라 함은 사용자(국가, 법인, 사장 등)에 대한 노

무제공의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계속적이지 않은 임시 고

용직이나 수습공을 포함하고, 상근․비상근, 보수지급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으면 종업원으로 본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과제가 부여되어, 연구

시설 및 재료, 보조직원이 제공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자가 그 연구의 수

행 중에 이룬 발명은 비록 그 직무가 1주일에 2∼4일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발명으로 본다. 한편, 종업원이 타 회사에 출장 가서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 

직무발명은 어느 회사에 귀속되는가? 출장기간중 그곳의 사원이 되어 그 회사에

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회사, 그 반대라면 출장 보낸 곳에 귀속된다. 다만, 

연구개발의 지휘 내지 명령이 급여지급측에 있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는 지휘 내

지 명령하는 측에 귀속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종업원 등에는 법인의 임원,27)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 포함된다. 직무발명에

서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입법부 또

는 사법부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국

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불문하며 육ㆍ해ㆍ공군의 기술문관, 기계적ㆍ육체적 노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고용직, 기능직 등)도 포함된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

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에 해당되어, 이들 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및 동시행규칙｣ 또는 조례나 규칙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국․공립학교 교직원

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개발된 특허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특허법과 기술이전촉진법을 2001. 12. 31. 개정하 다. 이들 법 개정에 따라 국․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의 처분, 관리 및 보상금에 관한 모

든 사항은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

고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을 적용하여 기술이전전담조직에서 운 ․관리하도록 

2002. 7.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7) 법인의 임원이란 법인의 업무를 운 ․감독하는 자를 말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사급 이

상의 직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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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있어서 누구를 發明者로 볼 것인지는 특허법 제2조 발명의 정의 

규정을 참조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확한 발명자의 결정은 발명자에 

대한 報償과 업적評價에 매우 중요하므로 당해 발명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자

인지 단순한 협력자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발명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공동발명, 특히 다수인이 참여하여 특정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

우에는 현실적으로 진정한 발명자가 누구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발명, 즉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발명자로 기재하거나 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기여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직위 등을 고려하여) 지분비율을 높여주는 

불합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발명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28)

직무발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

을 착상한 자, ② 타인의 착상에 의거, 연구를 하여 발명을 완성하게 한 자, ③ 

타인의 착상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기술적 수단을 부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④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약간 불완전한 착상을 하고 타인에게 일반적인 지식의 조

언 또는 지도를 얻어 발명을 완성한 자, ⑤ 타인의 발명에 힌트를 얻고 다시 그 

발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을 한 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①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는 등 발명의 완성

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단순후원자, 위탁자), ②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

할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자, ③ 타인이 제시한 착상 속에서 실

용성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 ④ 당해 발명에 관하여 

착상만 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자, ⑤ 발명의 과정

에서 연구자의 지시로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제도 또는 실험 등을 한 것

에 지나지 않는 자(단순보조자), ⑥ 단지, 일반 지식을 조언하거나 제시하기만 한 

자 등은 직무발명자로 볼 수 없다.

한편, 관리자의 경우 직무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① 구체적인 착상을 하

고 부하에게 그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한 자, ② 부하가 제출한 착상에 보충적 

착상을 가한 자, ③ 부하가 행한 실험 또는 실험의 중간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새로운 착상을 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④ 소속 부서내의 연구가 혼미하

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완성시킨 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관리자로서 ① 부하인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 관리 및 연구에 대한 일상적 관리

를 한 자, ② 구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

28) 윤선희, 특허법, 법문사, 2003, pp.221-2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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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③ 부하의 착상에 대하여 단지 良否의 

판단을 한 자, ④ 부하의 발명에 의한 결과를 관리자의 업무로서 단지 종합적으

로 정리하여 문서화한 자 등은 직무발명자라고 볼 수 없다.

(2)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

종업원 등의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면 직무발명이 아

니므로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 설정은 직무발명인지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이다. 직

무발명은 대부분 법인격을 갖춘 기업체에서 발생하므로 대부분 법인이 사용자가 

되고, 법인격이 없는 소규모 개인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대표자인 자연인이 사용

자가 된다. 법인격을 갖춘 개인회사의 대표자(자연인)와 회사(법인)는 각각 법률

상 독립된 별개의 인격체로 보아서 대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될 수 없고 법

인이 사용자가 된다.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는 사용자가 개인, 법인, 국가일 때 각각 달리 해석된다.

1) 개인의 업무범위

사용자의 업무범위는 사용자가 개인일 경우 그 개인이 추구하는 현실적인 사

업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범위를 파악한다.

2) 법인의 업무범위

법인의 업무범위는 정관에 정해진 법인의 목적으로 결정한다. 정관에는 구체적

인 사업내용을 특기할 뿐 아니라 ‘기타 이것에 부대하는 사업’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어디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지가 문제이다. 일반적

으로 넓게 해석하지만,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사업을 포함하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29)

3) 국가의 업무범위

국가의 업무범위는 발명을 한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직제와 사무분

장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업무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공무원이라 

하여 모든 국가기관의 업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29) 예를 들면, 주방용기계․기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선반, 그릇 넣는 장치, 배
수장치 기계․기구는 부수사업에 해당한다.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2000,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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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져서 불합리하다.

(3) 종업원의 직무

종업원 등의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더라도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 아니면 자유발명이

다. 예를 들어, 법랑욕조 판매회사의 시장개발․판매․기획을 직무로 하는 종업

원이 법랑욕조와 同種의 물건을 개발하여 실용신안을 얻은 경우 그 고안은 회사

의 업무범위에는 속하지만 그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

문에 직무발명이 될 수 없다.30)

또한, 고속도로휴게소를 관리하는 A회사의 B휴게소 호두과자 판매원이 기존의 

호두과자를 만드는 기계를 개량하여 자동식 호두과자 제작기계를 발명한 경우, 

A회사의 주업무는 고속도로시설관리이고, 호두과자 판매원의 직무는 호두과자 

제조와 판매이므로 그의 부대업무는 호두과자 제작기계를 관리하고 재료를 준비

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호두과자 판매원의 호두과자 제작기계의 발명

은 사용자의 업무범위나 종업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판매원의 자유

발명이다.31)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항상 

수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해당하

는 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수행하

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발명하는 것이 직

무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발명이라 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악기 회사의 공작과 

기능직 숙련공으로서 금형제작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가 피아노 부품의 하나인 

플랜지의 구멍에 붓싱을 효과적으로 감입하는 장치를 고안한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 다.32) 즉, 악기회사의 공작과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회

사를 퇴직할 때까지 공작과 내 여러 부서에 숙련공으로 근무하면서 금형제작, 센

터핀압입기 제작, 치공구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가 피아노 부품의 하나인 

30) 일본 東京高判 1969.5.6., 이재성, “직무발명제도”, p.122에서 재인용.
31) 이재성, “직무발명제도”, 2003, p.122.
32)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용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피용자가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1991.12.27. 선고 91후
111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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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의 구멍에 붓싱을 효과적으로 감입하는 장치를 고안한 경우, 위 근무기간 

중 위와 같은 고안을 시도하여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항이므로 위 고안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사 사장이 모든 종업원에게 회사제품에 대하여 발명을 하라는 훈시

를 한 결과, 발명과 관련이 없는 사무적․기계적․육체적 노동을 직무로 하고 있

는 종업원이 한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회사 사장이 배기

가스의 무독화 장치를 고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결과, 회사의 일반 사무직원이나 

업부 직원이 무독화 장치를 발명하 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발명이 아니다.33)

그런데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직무인 한, 발명이 사용자 등으로

부터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받아서 한 것이든, 발명을 의도하지 아니하고 직무수

행의 결과 성립된 것이든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발명의 완성 당

시 석탄질소 제조로에 관한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기술부문 담당 최

고책임자의 지위(이사)에 있었고, 또 회사의 석탄질소 생산향상을 위하여 그 제

조로의 개량․고안을 시도하고 그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임무를 부담하

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가 한 석탄질소 제조로에 관한 고안은 종업

원으로서의 직무에 속한다.34)

발명을 하게 된 행위는 반드시 종업원의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발명한 장소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직무발명은 비록 퇴근 후 가정에서 이루어

졌더라도 직무에서 터득한 지식과 경험 및 발명 완성 시까지의 사용자 등의 지

원(사용자의 설비, 자원, 급여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4)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현재는 물론 과거에 담당하고 있던 직무에 속하는 발

명도 포함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직무란 동일 기업 내에서 당해 종업원이 담당하

던 과거와 현재의 직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A전자회사의 TV 상회로

연구소에 근무하던 자가 A전자회사 TV 완성품 검사부서에 근무하면서 발명한 

TV회로에 관한 발명과 TV 품질검사방법에 관한 발명은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한

다. TV회로에 관한 발명은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고, TV 품질검사방법에 

관한 발명은 현재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다.35)

33) 이재성, “직무발명제도”, pp.120-121.
34) 일본 최고재판소 1968.12.13., 이재성, “직무발명제도”, p.12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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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퇴직 후의 발명은 어떠한가? 퇴직 후에 한 발명이 퇴직 전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대하여 특허법에는 명문규정이 없다.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중

에 명문은 없으나 직무발명의 요건에서 ‘과거의 직무’라 함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과거의 직무만을 말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있어서 과거

의 직무를 지칭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에서의 통설이며, 우리도 특별한 사정(예

를 들어, 발명을 완성하기 직전에 퇴직한 경우 등)이 없는 한 종업원이 퇴직전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퇴직후 발명하 을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발명이므로 자유발명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36) 발명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더 

이상 사용자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발명을 완성하기 직전에 퇴직한 경우 또는 재직기간 동안에 체득한 지식과 경험

이 발명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 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사용자 등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형평을 잃은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1년 정도의 기간이 적절하다고 본다.

2.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

발명진흥법 제11조 제1항에는,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 등이 당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후 4개월 내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 당해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사용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에 대

하여는 특허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발명을 한 종업원 등의 동

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발명진흥법 

제11조는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에 속한다

고 볼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 등이 당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후 4개

월 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무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은 미완성발명인 경우가 많고, 

이때에는 발명자로부터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계일로부터 4개월 내에 특

허출원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더욱이 사용자가 승계받은 직무발명을 출원

35) 이재성, “직무발명제도”, p.123 참조.
36) 요시후지,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00, p.273.; 윤선희, p.288.; 천효남, pp.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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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노력하더라도 발명자인 종업원이 협조하지 아니하면 위 기간 내에 

출원을 완료할 수 없다. 결국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전환되어 그동안의 사용

자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해관계의 합리

적 조정이라는 직무발명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발명진흥법 제11조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발명진흥법 제11조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하 음에도 불구하

고 사용자가 당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경우, 종업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용자가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음으로써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종업원 자신도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직무발명 승계 후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

하 으나 불가피하게 출원이 늦어진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직무발명 승계 후 4개월 내에 당해 직무발명을 출원하지 못한 데에 사용자의 고

의 내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당해 직무발명을 자유발명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종업원이 발명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출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해 직무발명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일반적으

로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대로 출원하기에 미비하고, 신고된 직무발명을 

출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미비한 내용에 대하여 발명자가 보완한 후에야 출

원이 가능한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직무발명 승계일로부터 4개월’이라는 기간은 직무발

명을 평가하고 흠결 부분을 보완하여 출원하기에 결코 충분한 기간이 아니다. 그

러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 승계일로부터 4개월 내에 출원하도록 하는 대신, 위 

기간 내에 출원여부만을 결정하여 종업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일정기간 이내

에 출원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지정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출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직무발명을 자유발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직무발명과 업비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을 공개할 경우 중대한 손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그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 등의 동의를 얻어 당해 발명의 출원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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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과 직무발명을 업비 로서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 유지계약과 보상계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비 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비 유지계약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종업원은 비 유지계약을 이유로 언

제까지 비 을 유지해야 하는지, 비 유지계약을 이유로 퇴직한 종업원의 직업선

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종업원이 계약을 어기고 (퇴직 후에) 출원하 을 

경우 권리의 귀속과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출원시 종업원은 어떠한 책임

을 부담하게 되는지 등의 다양한 문제가 예상된다. Western Kentucky University

의 ｢종업원의 정보 및 발명 협약(Employee Proprietary Information and Invention 

Agreement) 에는 종업원이 퇴직후 7년간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37)

4. 대학교수의 발명

(1) 대학교수의 직무와 발명

대학교수의 연구결과로 이룩된 발명은 직무발명인가 아니면 자유발명인가? 교

수가 고용될 때에는 강의뿐만 아니라 연구도 수행할 것이 기대되었기 때문에, 교

수가 자신의 전공분야에 속하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로 발명이 완성되었다면 당

해 발명을 교수의 직무발명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수의 연구의무는 일반 기업의 종업원의 연구의무와 다르다. 기업

의 종업원은 고용되어 있는 기업을 위하여 연구개발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연

구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면, 대학교수는 대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구결과를 널리 공개하여 지식의 발전에 기여하고 강의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

구한다. 대학교수가 자신의 연구결과를 공개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고 재산적 가치를 상실케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대학이 손해를 입

었다고 하여 교수를 징계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이는 대학의 목적이 투하자본

에 따른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 및 학술연구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38) 따라서 대학교수의 발명은 특별한 경우39)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

37) http://www.wku.edu/Dept/Support/SponsPrg/grants/pols/empagree.rtf, 2005.8.30.
38) 윤선희, pp.219-220.; 요시후지, pp.271-272.
39) 특별한 경우에는 ① 응용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연구과제 하에 대학으로부터 

특별한 연구경비를 받아 연구한 결과 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② 대학이 특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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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등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이루게 된 연구개발에 비용과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

자와 창의적 연구개발 노력을 제공한 종업원 사이에 합리적인 이익배분을 함으

로써, 사용자는 종업원의 연구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종업원은 자신의 

연구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

적이 있다. 그런데 기업과 달리 교수의 연구개발에 비용이나 시설을 제공하는 등

의 특별한 투자를 하지 아니하는 대학과 교수 간에는 직무발명제도의 개념을 그

대로 적용할 수 없다. 대학이 특정 교수에게 특정 연구과제를 지정하여 연구비를 

제공한 결과로 발명이 완성되었다면 이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연

구과제를 특정하지도 않고 연구비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가운데 교수가 일상적인 

학술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취급할 수 없다.40)

(2) 대학교수의 직무발명

대학교수가 대학으로부터 특정 연구과제를 지정받고 연구비와 연구시설을 제

공받아서 연구하여 발명을 완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발명은 직무발

명에 해당되어 대학이 학칙 등에 의하여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3) 계약관계의 대학교수와 발명

대학교수가 외부 기업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받을 권리를 해당 기

업에 귀속시키는 약정을 한 경우, 해당 대학교수는 특허받을 권리를 해당 기업에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기업이 특허권을 취득하게 된다.

(4) 대학교수 발명에 관한 법률의 변화

대부분의 학자들은 독일 종업원발명법 제42조의 思想에 따라 대학교수의 발명

을 직무발명으로 보지 않았다. 즉, 대학교수의 연구결과는 연구비 지급 또는 특

허비용 지급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수가 되기까지 오랜 기간 개인의 교육

비 지출을 통한 교육과 경험 등 개인의 노력에 기인한 결과물이기도 하며, 더욱

이 대학교수의 연구의 목적이 학술연구 및 교육에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의 발명

목적을 위해 설치한 특수한 연구설비에 의해 연구가 행해진 결과 발명이 이루어진 

때를 들 수 있다. 천효남, p.244; 요시후지, p.272.
40) 천효남, p.244.; 윤선희, pp.219-220.; 요시후지, pp.2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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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유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었다.41)

<표 6>에서 국립대학교수의 특허․실용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대학명의(63건)

에 비하여 교수개인명의(1,051건)가 절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황은 대

학교수의 발명을 자유발명으로 간주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국립대학 교수 특허ㆍ실용 보유현황42)

(단위 : 건)

구 분
대학 명의 교수 개인명의 계

특허 실용 계 특허 실용 계 특허 실용 계

계 54 9 63 738 313 1,051 792 322 1,114

최근 특허법 개정에 의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이 한 직무발명은 기술이전

촉진법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

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전

담조직의 소유로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특허법 제39조 제2항 단서, 2001. 12. 

31. 신설). 또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위 특별규정에 의하여 전담조직이 

이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특허법 제40조 제3항, 

2001. 12. 31. 전단개정). 이러한 특허법의 변화는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지 아니하고 이제 전담조직이 승계하도록 하여 기술

의 이전과 상업화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사로 파악

할 수 있다.

사립대학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등의촉진에관한법률(2003. 5. 27. 법6878호, 

2003. 9. 1. 시행) 제25조 제1항에 대학의 장 소속 하에 산학협력사업 전담조직

으로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이를 법인으로 하여(동법 제25조 제2항) 지적재

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 다(동법 제27조 제1항 3호 및 5호).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

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취득․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이와 같이 대학교수도 이제 종업원에 해당함이 명확해진 만큼 대학교수의 직

41) 윤선희, p.219.; 천효남, p.243.; 요시후지, pp.270-272.
42) 특허청, 지식재산백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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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발명도 더 이상 자유발명처럼 취급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43) 대학교수의 발

명이 직무발명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가 발명한 결과물이 대학의 업무범위

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연구행위가 교수의 직무에 속하여야 한다(특허법 제39

조 제1항). 그런데 대학의 업무범위는 대단히 넓고 교수의 직무는 연구뿐 아니라 

교육도 포함되므로 교수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 대학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완성한 발명은 다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특정연구비를 지원받았거나 특별한 연구목적을 위해 

설치된 특수한 연구설비를 이용하여 행한 발명: 직무발명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

로 원칙적으로 발명자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 특허권은 발명자에게 귀

속하고 대학은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국립대학교수의 발명

인 경우에는 전담조직이 승계하고, 일반 사립대학의 경우 근무규칙 또는 산학협

력단과의 산학협력계약에 의거하여 특허권을 대학으로 예약승계하도록 할 수 있

고 예약승계를 한 경우에는 교수에게 정당한 報償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정한 연구과제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이 없이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완성한 발명 : 이 경우는 비록 대학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발

명을 완성했더라도 자유발명에 해당한다.44)

③ 대학교수가 외부 기업체의 연구개발 의뢰에 의하여 연구과제와 연구비를 

지급받고 연구하여 완성한 발명 : 대학교수와 연구개발을 의뢰한 외부 기업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해 처리될 사안이므로 대학측의 관여가 배제되는 자유발명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대학의 연구시설 등을 이용한 경우 대학은 연구계

약․학칙․직무발명규정 등에 따라 일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45)

④ 대학교수가 외부 기업체의 기술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그 기술분야에서 이룩

한 발명 : 대학교수가 기술고문 즉 종업원의 지위에서 완성한 발명이므로 그 교

수가 기술고문으로 재직 중인 기업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43) 윤선희, p.219.
44)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학의 설비나 시설 또는 인력을 이용하 다면 서울대학의 규정

에서는 이를 직무발명으로 보는데, 이러한 태도는 미국 대학의 직무발명 계약서에서
도 발견할 수 있다.

45)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규정 제2조 제2호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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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고 대학의 연구시설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없이 완성한 발명 : 대학의 자원을 전혀 이용하지 않

은 경우나 교수의 전공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발명은 교수의 순수한 자유발명으

로서 발명에 관련된 모든 권리는 전적으로 교수 개인에게 귀속된다.

(5) 대학별 규정

1)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규정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규정｣(2003. 2. 3.공포․시행, 이하 서울대규정이라 한

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직무발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직무발명”이라 함은 서울대학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수, BK계약교수, 초빙교

원, 조교, 직원, 연구원, 학생, 수료생(이하 “발명자”라고 함)이 서울대학교, 서

울대학교 산하 재단법인 및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

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한다. 법률 기타 제3자

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서울대학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

발명으로 보며,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

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발명은 특허법상의 발명의 개념과 다르게 다음과 같은 개념으

로 사용되고 있다.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특허, 저작, 실용신안, 의장,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기

술정보 등 지적재산을 말한다(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규정 제2조 제1호).

이것은 특허 및 실용신안과 관련된 직무발명의 개념을 넘어 일체의 지적재산

을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수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

어진 저작활동에 대하여서도 서울대학교는 직무발명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규정은 직무발명, 즉 발명자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산하 재단법인 및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

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에 대한 권리를 특허법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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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서울대규정 제5조 제1항). 특히 서울대규정은 제3

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대학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

작하게 된 발명을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보기 때문에(서울대규정 제2조 제2호) 

이러한 발명은 재단이 승계한다. 학교시설을 이용하 을 경우 직무발명으로 취급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주대학교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과 유사하다.46)

2) 한양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규정

｢한양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규정｣(이하 한양대규정이라 한다)47) 제2조 제1호

는 직무발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그 성질상 

본 대학의 사업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은 특허법상의 직무발명 규정에 충실하다.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著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은 대학교수의 저작행

위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그 외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과 그러한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Know- 

how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48)

“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여,49) 서울대학교 규정상

46) ｢아주대학교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 2004.12. 14.) 제2조 제1호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 대학
교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
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 대학교 교직원 등의 자격으로 재직기간 중 교
비 또는 산․학․연 등의 연구계약체결에 의해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본교 시설을 이

용하여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의한 것도 모두 직무발명으로 간주한다.
47) http://www.hanyang.ac.kr/hylaw/1HAF10/1HAF10019.html, 2005.8.19.
48) 한양대규정 제2조 제4호.
49) 한양대규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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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명자 개념(서울대학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수, BK계약교수, 초빙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 학생, 수료생)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하 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학

생이나 수료생은 교직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을 직무발명에 있어서

의 종업원에 포함시키는 태도는 가톨릭대학교, Stephen F. Austin State 

University, Temple University, University of Denver도 마찬가지이다.50) ｢가톨릭

대학교 직무발명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직무발명”을 ‘교직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교직원등”을 ‘본교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연구원 및 학생’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 이 규정에 의하면 연구원이나 학생의 발명도 직무발명이 될 수 있다. 단, 이

들이 가톨릭대학교에 근무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에 이들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발명이 될 수 없다.

한양대규정은 직무발명에 대한 대학의 권리승계에 있어서,

본 대학은 직무발명의 경우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

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직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한다.51)

고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이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직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한다고 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서울대규정에 의하면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

50) Stephen F. Austin State University: “The University shall own all rights in any 
discovery or invention resulting from research carried on by any faculty member, 
employee or student.” http://www.du.edu/intellectualproperty/patentAgreement.html, 
2005.8.30.; Temple University는 대학원생이나 조교를 포함시키고 있다. “The 
University shall be entitled to obtain the entire right, title and interest to any 
invention ...... which is developed in whole or in part by any University employee, 
including, ...., faculty, staff member, fellow, resident, graduate student or assistant 
(whether paid or unpaid), which emerges from any University research or development 
activity, or from use of any University facilities or equipment.”(일부 내용 생략) 
http://www.patents. temple.edu/ip policy.html, 2005.8.30.; University of Denver : “This 
policy ......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part of the conditions of employment of 
every employee, including student employees.”(일부 내용 생략) http://www.sfasu.edu/ 
upp/pap/GENERAL_REGULATIONS/intellectual_property.html, 2005.8.30. 참조.

51) 한양대규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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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이 되어 재단에 귀속된

다. 기업을 포함한 제3자는 공동연구결과에 대한 권리관계에서 한양대학교 교수

와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교수와의 공동연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6) 미국의 대학발명 취급52)

<표 7>에 의하면, 전체 특허건수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 한국은 

1998, 1999, 2000년에 각각 0.30%, 0.34%, 0.51%인데 반하여, 미국대학은 1998, 

1999년에 각각 2.13%, 2.18%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대학의 연구활동이 한국대학

에 비하여 매우 활동적임을 알 수 있다.

<표 7> 한국과 미국 대학의 특허등록건수 비교53)

구분
한  국 미  국

전체등록 대학등록 비율 전체등록 대학등록 비율

1998 52,900 161 0.30 147,519 3,151 2.13
1999 62,635 215 0.34 153,487 3,340 2.18
2000 34,894 180 0.51 164,490 - -

<표 8> 국내외 주요 대학의 특허출원 및 기술료수입현황54)

대학명 신규 특허출원건수
기술이전금액/이전건수

(2001년)

포항공과대학교 163 1.85억원/26건

한국과학기술원 333 4.74억원/14건

서울대학교 5 3.18백만원/3건 (2002년)

Columbia University 96 1.39억 달러/ -

Johns Hopkins University 180 7.28억 달러/ -

MIT 259 0.14억 달러/ -

52) 이재성, pp.53-55.
53) 민철구 외, p.324.
54) 민철구 외,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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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서 2001년도 신규 특허출원건수는 포항공대 163건, 한국과학기술원 

333건, 컬럼비아대 96건, 존스홉킨스대 180건 등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기

술이전금액에 있어서 존스홉킨스대학은 7.28억 달러, 컬럼비아대학은 1.39억 달

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반하여, 포항공대는 1.85억원, 한국과학기술원은 4.74

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대학의 연구능력의 차이에서 기인하 다

기보다 대학의 연구결과를 산업계에 연결시켜 주는 조직적인 특허관리체제의 미

흡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 대학의 성공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계기는 1980년의 바이돌법

(Bayh-Dole Act)55) 제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①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에 의

하여 이루어진 연구 성과에 대한 특허권 등의 권리를 대학 및 참여기관(이하 수

혜대학 등이라 함)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56) ② 국유특허에 대하여 민간기업

체에게 전용실시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법은 연방자금에 의해 실시된 연구 성

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대학에서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원활하게 하 고, 대학

으로 하여금 연구결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에서의 연구활동

이 활성화되도록 하 다. 이에 따라 대학은 연구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 고, 연구결과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하여 특허로 보호하는 등의 활발한 

지적재산권 관리를 시작하 다.

수혜대학 등은 발명을 한 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연구비를 지급한 정부부처에 

발명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발명에 대한 

특허권 취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57) 수혜대학 등이 특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일

정한 통지기간 내에 특허취득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

비를 지급한 정부부처가 당해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수혜대학 

55) 바이돌법은 United States Code(USC), Title 35, Chapter 18, §§200-212로 편제되어, 
1981.12.1.자 발효되었다. 고 수 외 2인, 주요국의 발명진흥시책 비교 연구, 발명진흥
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1, pp.58-59.

56)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 등이 특허받을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① 대학 

등이 미국에 소재하지 않거나 사업자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② 연방정부가 판단할 

때 대학 등이 특허권을 보유하는 것이 특허발명의 활용을 통한 기술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대학 등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이 첩보나 첩보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

우, ④ 연방정부의 지원이 핵추진선박이나 핵무기와 관련된 경우. 丁相朝, “大學敎授
의 特許權: 自由發明인가 職務發明인가”, 法曹 49卷 5號 (通卷524號), 法曹協會, 2000, 
pp.89-90 참조.

57) 정상조,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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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연방정부는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

시권을 가진다.

연방정부는 계약자가 동의한 기한 내에 정부지원으로 얻어진 발명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지 않거나 보건 및 안전의 필요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국가개입권(march-in right)”을 

보유한다.58)

(1) 납득할만한 기간 안에 특허의 실시 등의 상용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2) 공공의 보건과 안전에 필요하거나, 공공 목적 달성에 필요할 때

(3) 지식재산권의 실시 활용이 미국 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실시허락을 거절할 경우에는 연방정부 스스로 신청인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공중의 보건에 긴요한 특허, 예를 들어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의 

공적 활용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각 대학은 교수발명의 소유권 문제를 일반적으로 학교와 교수간의 계

약으로 해결한다. 계약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한 

발명, 대학의 연구기금으로 행해진 발명, 발명을 조건으로 임용된 대학구성원의 

발명은 대학에 귀속된다.

(7) 국내 대학의 연구 환경

대학교수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며 민간기업에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자 한다면, 대학교수의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직무발명에 대

해서는 교수의 연구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표 9>에 

의하면 서울대학교의 연구개발비는 존스홉킨스대학의 1/10, UCLA나 버클리대학

의 1/5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대로 갈수록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58) Bayh-Dole Act,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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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한국과 미국 주요대학별 연구개발비 현황 (2000년)59)

대  학 연구개발비

서울대학교 1,437억원

한국과학기술원 824억원

연세대학교 549억원

포항공대 557억원

고려대학교 448억원

전남대학교 307억원

충남대학교 210억원

전북대학교 159억원

Johns Hopkins University 9.01억 달러 (약 1조813.9억원)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5.54억 달러 (약 6652.3억원)

University of Michigan 5.51억 달러 (약 6618.7억원)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5.30억 달러 (약 6369.9억원)

University of Washington 5.29억 달러 (약 6352.1억원)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5.19억 달러 (약 6222.7억원)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5.19억 달러 (약 6222.2억원)

Stanford University 4.55억 달러 (약 5457.4억원)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Francisco 4.43억 달러 (약 5316.2억원)

University of Pennsylvania 4.30억 달러 (약 5404.7억원)

Ⅳ. 미국의 직무발명제도

활발한 발명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에서 종업원발명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

는가를 살핌으로써 합리적인 직무발명제도의 정립에 참고할 수 있다. 직무발명을 

규율하는 법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이는 직무발명이 여러 법 역에 걸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발명의 귀속 문제에 있어서 특허법에 의하면 발명은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자에게 귀속되고, 노동법에 의하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

고 얻은 산물이므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 자에게 귀속되고, 계약법에 의하면 계

약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합의를 존중하여 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이 결정된다. 

59) 이 표는 아래 두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 다. (환율은 1200으로 상정하 음.) 민철구 
외, pp.174, 256; http:// chronicle.com/weekly/almanac/2002/nation, 교육인적자원부 학
술학사지원과(2001)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비 규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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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항에 중점을 두어 결정하여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미국에서의 직무발명제도를 직무발명의 귀

속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개요

교수의 지적재산 창출행위와 이의 상업적 활용을 장려하며 가장 많은 대학특

허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美國이다.60) 1876년에 설립된 존스홉킨스 대학은 상

업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대학이다. 이 대학의 기술료 수입은 7.28억달러(2001년)

이고 연구개발비는 9억달러(2000년)이다.61) 엄청난 기술료 수입을 연구개발에 투

자하여 다시금 기술료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 대학이 연구뿐 아니라 

그 결과의 상업화에도 성공한 것은 학문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美國사회의 의식

구조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교수의 과학적 연구결과는 상업화․실용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특허권 확보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 대학은 

연구기술의 특허 취득, 기술의 移轉 및 상품화를 통하여 대학 내에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연구비의 환류를 실현하고 있다.

美國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發明者主義

에 기초하고 있다.62) 즉, 美國에서는 원칙적으로 발명자가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는 양도가 가능하다. 雇傭契約에 따라 종업원의 발명

에 관한 소유가 결정되며, 이는 契約法의 一般原則에 따른다. 따라서 발명자인 

종업원과 사용자간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그 발명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美國에서 종업원 발명은 私企業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契約이나 普通

法(Common Law)63)의 일반원칙과 判例에 맡겨져 있다. 대학교수의 발명은 종래 

60) 2000년 한 해 동안 미국 대학은 3087건의 특허를 취득하여 전체 특허건수의 2%를 차지
하 다. http://www.uspto.gov/web/offices/ac/ido/oeip/taf/univ/asgn/table_1.htm, 2005.8.19.

61) <표 8> 및 <표 9> 참조. 1999년 미국 대학의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존스홉킨스대학 $874,518,000(1위), 미시건대학 $508,619,000(2위), U of Washington 
$482,659,000(3위), UCLA $477,620,000(4위), 그리고 100위 대학으로, U MA Amherst
는 $86,576,000이다. Total R&D Expenditures at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Top 
100 Institutions in R&D Expenditures in Fiscal Year 1999, http://www.uspto.gov/web/ 
offices/ac/ido/oeip/taf/univ/r_and_d/r_d_nsf.htm, 2005.8.19 접속.

62) 美國 특허법(United States Code Title 35-Patents), 제101조 및 제111조.
63) 원래는 잉 랜드 전체에 공통되고 보편적인 법이라는 뜻에서 ‘코먼로(com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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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모든 권리를 보유하 으나, 1980년 바이돌법(Bay-Dole Act) 제정에 

따라 연방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성과에 대하여, 대학에게 권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법은 많은 대학으로부터 기업에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성공한 입법 사례로 評價받고 있다. 이 법은 대학이 특허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발명을 자극하고 대학이 스스로 관리체

계를 갖추도록 하 다. 그래서 대학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 지적재산의 

마케팅, 라이선스의 교섭과 계약, 창업회사의 설립과 지분보유, 회수한 로열티의 

분배, 연구기금의 확보, 지적재산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등의 일에 나서게 되었다. 

미국의 발명 중 80∼90% 정도는 종업원 발명이다.64) 미국의 직무발명 문제는 

사기업․연방공무원․대학교수의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2. 사기업의 직무발명

(1) 종업원 발명

미국에서 직무발명 관련 사항은 대부분 고용계약에 의한다. 귀속 문제는 종업

원의 지위, 즉 특정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해 고용되었는가의 여부와 회사의 자

원 및 근무시간의 이용 여부로 결정한다. 일반적인 고용관계 속에서 종업원 스스

로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이용하여 이룩한 발명은 종업원에게 귀속되고 사용자

는 그 발명의 양도를 요구할 수 없다.

1) 서비스 발명 (Service invention)

종업원이 행하는 발명을 포괄적으로 “employ invention”이라 하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개념을 서비스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65) 발명

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 발명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양도되어야 하

지만 대상 발명의 범위는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제한된다. 즉 계약 내용이 종업

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면 무효이다.

라는 말이 쓰 다. 그 후 판례법의 뜻으로 쓰이면서 제정법(制定法)과 대립되는 뜻을 
갖게 되었고, 그 의미가 확대되어 대륙법과 대립되는 미법 일반을 의미하기도 한다. 
http://100.naver.com/100.php?id=151700, 2005.8.15.

64) 김선정 외 1, 선진국 직무발명보상제도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연
구보고서 2002-3, 2002.12., p.73.

65) 김선정 외 1,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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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중에는 기업의 업무에 관한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회사에 의하여 임

명된 직무로부터 생긴 발명은, ① 조속히 회사에 알릴 것, ② 회사에 양도할 것, 

③ 특허취득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에 협조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종업원 발

명의 귀속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특정 과제의 해결이나 발명을 목적으

로 하는 고용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발명을 양도한다는 묵시적인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표 10> AllLaw.com사의 종업원발명 협약서

EMPLOYEE INVENTION AGREEMENT

The undersigned, _______________________, an employee of 
_______________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any), hereby agrees as 
follows:

1. During the course of his/her employment, the undersigned shall promptly 
disclose in writing to the Company all inventions, discoveries, concepts, 
developments and innovations, conceived in whole or in part by the undersigned or 
through assistance of the undersigned, directly or indirectly. Such shall be disclosed 
whether conceived or developed during working hours or not, which: (a) Result 
from any work performed on behalf of Company, or pursuant to a research project 
for the Company, or (b) Relate in any manner to the existing or contemplated 
business of the Company, or (c) Result from the use of the Company's time, 
material, employees, or facilities.

2.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to said inventions, concepts or innovations are 
hereby assigned by the undersigned solely and completely to the Company, its 
successors and assigns.

3. At the Company's request, the undersigned shall execute specific assignments 
to any such invention concept or innovation and execute, acknowledge, and deliver 
any additional documents required to obtain letters, patent, trademark or copyright in 
any jurisdiction. The undersigned shall also, at the Company's request and expense, 
assist in the defense and prosecution of said letters, patent, trademark or copyright 
as may be required by Company. This provision shall survive termination of 
employment with the Company.

Signed and sealed on this ______ day of ______________ (month), ___ (yea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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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AllLaw.com사의 종업원발명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회사의 직무시간, 회

사직원, 자재 혹은 시설을 이용한 결과 이루어진 발명은 회사에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66) 이러한 계약내용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tot.com사의 것이나 

www.freebusinessforms.com에서 제공하는 것도 유사하다.67)

2) Shop right

Shop right란 美國 판례법상 정립된 槪念으로서, 발명을 임무로 고용되지 않은 

일반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① 근무시간 중에, ② 사용자의 자료나 도구나 자금을 

사용하여, ③ 발명을 고안하고, ④ 이를 완성하여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

하 을 때,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말

한다. 종업원이 발명을 위하여 고용된 것은 아니지만 발명이 회사의 시설․자

재․ 업비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사에 부여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무상의 비배타적인 권리이다.68) 따라서 이러한 발명은 종

업원에게 귀속되지만, 회사는 그 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사용자가 갖는 통상실시권과 유사하다.

(2) 종업원 발명의 귀속69)

미국에서 종업원발명의 귀속은 고용계약, 코먼로, 州法 등으로 결정된다.

1) 계약

1933년 미 대법원은 기업이 종업원의 발명에 대하여 체결한 성문계약이 없다

면 고용과정 중에 종업원이 한 발명은 종업원에게 귀속한다고 판결하 다.70) 이 

66) 1. (c) Result from the use of the Company's time, material, employees, or facilities.
   2.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to said inventions, concepts or innovations are hereby 

assigned by the undersigned solely and completely to the Company, its successors and 
assigns. http://www.alllaw.com/forms/employment/employee_invention/, 2005.8.30. 접속.

67) http://www.totse.com/en/law/legal_forms/form413.html, 2005.8.30. 접속. 이외에 유사 계
약서 양식을 다음 사이트들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http://www.freebusinessforms.com/ 
forms/5/form617.htm, 2005.8.30. 접속; http://www.4hb.com/letters/ltrinvnagre.html, 2005. 
8.30. 접속.

68) 박 식, “미국법에 있어서의 Shop right의 원칙과 우리 특허법에 있어서의 직무발명제
도의 비교법적 연구”, 사법논집 제2집, 1972, pp.119., 462-463.; 김선정 외 1, pp.79-81.

69) 이 부분은 김선정 외 1, pp.77-87.을 참고하여 요약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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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로 미국기업들은 문서로 된 계약의 체결을 당연시하게 되었다. 일반적

으로 계약에는 종업원의 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하며, 종업원은 필요한 모든 문

서에 서명하고, 발명에 관련된 모든 문건을 사용자에게 넘긴다는 사항이 포함되

어 있다.

2) 코먼로71)

가) 사용자와 종업원 간에 명시적인 예약승계계약이 없는 경우

(1) 소유 및 양도관계

사용자와 종업원 간에 명시적인 예약승계계약이 없는 경우, 발명에 대한 소유

권은 일단 종업원에게 귀속하고, 사용자는 shop right를 갖는다. 법원은 종업원 

발명의 소유권이나 shop right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용의 성격, 발명의 대상, 발

명에 대한 사용자의 기여 등을 고려한다.

고용은 ① 사용자가 특정한 발명을 하기 위하여 고용하는 경우, ② 제조방법의 

구축이나 설계를 위하여 고용하는 경우, ③ 경 을 포함한 모든 목적 하에 고용

하는 경우 등으로 구별될 수 있다.72) 발명의 대상물과 사용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발명은 ① 사용자의 요구와 비용으로 하는 발명, ② 사용자가 특정하지는 않았으

나 발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비용으로 하는 발명, ③ 사용자의 비용이

나 시간의 제공 없이 한 발명 등으로 구별된다.

위와 같은 구분 하에 직무발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명을 위해 고용된 

경우 종업원에 의한 발명의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양도된다. 종업원이 회사의 시

설과 물질 및 근무시간 등을 활용하여 한 발명에 대하여 특정한 바 없어도 사용

자는 이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이 실시권은 대가 없이 취득되고 양도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만일 종업원이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발명한 경우에는 

그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종업원의 소유이

고73) 사용자는 shop right도 가질 수 없다.74)

70) U.S. Supreme Court, United States v. Dubiler Condenser Corp., 289 U.S. 178 (1933), 
Decided 10 April 1933.

71) 김선정 외 1, pp.78-84.
72) 김선정 외 1, pp.78-79.
73) 여기서 사용자의 기여가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종업원이 하여야 한다.
74) 그러나 여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자신의 직무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무하는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취득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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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op right 원칙과 실시권 부여 의무

대가없이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용자에게 부여된 shop right는 이

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종업원의 고용기간이 지나더라도 특허권 존속기간까

지 지속된다. 사용자가 shop right를 갖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그의 발명을 완성함

에 있어서 사용자의 자원을 이용하 어야 한다. shop right 원칙은 사용자의 이익

을 위하여 법원이 개발한 것이지만 법원은 그 적용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왔다.

그래서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아예 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계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예약승계계약에 따라 종업원이 전적으로 그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한 발명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소유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

다. 법원은 이와 같은 계약을 항상 무효로 판결하지는 않는다. 성문법이 제정된 

주에서는 예약승계 여부가 발명과 회사의 업무․제품․조사연구와의 관련성에 

따라 결정된다. 직무발명이 아닌 종업원의 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예약승계계약

에 근거하여 양도를 청구하려면 당해 발명은 (회사의 모든 제품에 관련된 것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종업원이 소속된 부서의 제품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75)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주는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

으며 발명이 사용자의 사업에 연관되어 있으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와 워싱턴 주법은 발명과 사용자의 사업 간에 ‘직접’ 관련되는 발명만 사용자

가 양도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사용자와 종업원 간에 명시적인 예약승계계약이 있는 경우

사전양도계약은 종업원이 그의 고용기간 중에 착상한 장래의 발명에 대한 모

든 이익을 사용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으로서, 보통 고용기간 전후에 

행하여진 발명의 양도를 포함한다.76) 이와 같은 계약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사적

인 발명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종업원이 발명양도계약에 개인적으로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에서 종업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판결한다. 연방 특

수 없기 때문이다.
75)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는 주에 따라 다르다. 캘리포니아 주의 판례는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널리 예상되는 사업까지 포함한다. 김선정 외 1, p.82.

76) 김선정 외 1,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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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법은 발명의 승계를 인정하면서 예약승계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원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예약승계를 유효한 것으로 다루고 있

는 것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근로조건을 놓

고 대등하게 협상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법원이 예약승계계약의 일부 조

항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종업원이 이전 사용

자와도 비슷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

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77) 법원이 예약승계계약에 대하여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계약이 지나치게 교활하게 작성된 경우, ② 

구두계약이나 종업원핸드북 등을 통한 묵시적 계약인 경우, ③ 고용기간 종료 후

에도 상당기간 종업원을 구속하는 경우 등이다.

3) 州法

법원이 대체로 예약승계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다룬다는 생각에서 종업원들은 

법원에서 사용자와 다투는 것을 꺼리게 되면서 명확하며 강력한 법제정을 원했

다. 또한 예약승계조항이 고용계약 중에 삽입되어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체결되지만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는 현실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8개 주78)가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포함시

키는 성문법 제정에 나섰다. 1977년의 미네소타 주법은 종업원 발명에 대한 억

압적 계약을 규제한 최초의 법이며 후속법들은 대부분 미네소타 주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유타 주의 경우, 종업원은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

한 경우 고용으로 인한 보수 이상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추적조항의 유효성 여부79)

추적조항(trailer clause)은 종업원이 고용관계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내에 한 

발명에 대한 모든 이익을 사용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계

약조항이다. 이에 대하여는 유효설과 무효설이 대립한다. 무효설은 종업원이 고

77) 김선정 외 1, pp.83-84.
78)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일리노이,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 캔자스, 유타 등
이다. 김선정 외 1, p.84. 각주 60.

79) 김선정 외 1,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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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간 중 얻은 경험․지식․기억․기술 등을, 과거 사용자의 업비 을 침해하

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한, 자신이나 자신의 새로운 사용자를 위하여 자

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추적조항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유효설은 종업원이 

발명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직장으로 떠나는 경우 사용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추적조항은 유효라는 입장이다.

3. 연방정부 공무원의 경우

연방정부 공무원의 발명에 대한 귀속문제는 1950년의 대통령령 제1조에 다음

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80)

연방정부는 공무원이 ① 근무시간 중에, ② 정부로부터 시설, 설비, 재료, 자

금, 정보와 다른 공무원의 시간 또는 역무를 제공받아, ③ 당해 발명자의 공무

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공무의 결과 이룩한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이익을 취득한다.

4. 대학발명

美國은 일찍이 대학에서의 연구개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연방정부가 대학에 지급하는 연구비를 계속적으로 증액해 왔다.81) 그런데 특

허를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상품화되기 어렵

다. 상품화에는 안정성 실험과 설비투자 및 시장개척 등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특

허권의 보호 없이는 민간기업이 이러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

을 반 하여 대학의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1980년 바이돌법이 제정

됨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그 자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개발의 결과인 발

명에 대하여 대학은 특허권을 소유하고 연방정부는 무상의 통상실시권(non- 

exclusive license)을 가지게 되었다. 연방정부와 기업들이 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특허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80) The President Executive Orders 10096, 23 January 1950, 15 Federal Register. 그 내용
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한다. http://www.archives.gov/federal-register/ 
codification/executive-order/10096.html, 2005.8.19.

81) 이재성, “직무발명의 의의와 법적보호”, 지식재산 21, 제75호, 2002년 12월호, 통권 
제77호,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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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의 대학은 지적 성과의 산업계 이전에 매우 적극적이다. 각 대학은 기술이

전사무국(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을 통하여 연구성과의 특허화, 라이

선싱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 라이선싱을 통한 미국 대학의 수입액은 

다음 <표 11>과 같다.

대부분의 대학은 TLO를 통해 특허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학교수의 발명이 직

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는 대학이 발명의 권리

화와 상업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발명에 참여한 교수를 합리적으로 報償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수 발명의 귀속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University of California의 경우, 

대학으로부터 주어진 계약연구자금(contract research funds) 등의 사용과 관련이 

있거나 대학의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착상하거나 개발한 발명과 특허는 

대학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82) 그러나 이 대학의 종업원이 완전히 자신의 

시간에 대학의 장비, 시설, 업비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룩한 발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83) (단, 발명을 착상 또는 실용화 한 시점에 사용자의 업무나 

연구 개발등에 관련이 되거나, 고용자를 위하여 종업원이 수행한 작업의 결과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종업원이 양도해야 할 사항이 아닌 발명을 양도하

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캘리포니아 주의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어긋나는 것이

고 집행할 수 없다.84)

82) I acknowledge my obligation to assign inventions and patents that I conceive or 
develop while employed by University or during the course of my utilization of any 
University research facilities or any connection with my use of gift, grant, or contract 
research funds received through the University. http://www.ucop.edu/ott/patentpolicy/ 
patentac.html, 2005.8.30. University of California, Stephen F. Austin State University, 
Temple University가 같은 입장이다.

83) This acknowledgment does not apply to an invention which qualifies under the 
provision of Labor Code section 2870 of the State of California which provides that 
(a) Any provision in an employment agreement which provides that an employee shall 
assign, or offer to assign, any of his or her rights in an invention to his or her 
employer shall not apply to an invention that the employee developed entirely on his 
or her own time without using the employer's equipment, supplies, facilities, or trade 
secret information except for those inventions that either: (1) Relate at the time of 
conception or reduction to practice of the invention to the employer's business, or 
actual or demonstrably anticipated research or development of the employer; or (2) 
Result from any work performed by the employee for the employer. http://www.ucop. 
edu/ott/patentpolicy/patentac.html, 20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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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북미 대학의 라이선싱 수입 총액85)

순위 대학 수입액

1 Columbia University $ 141,370,286
2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 136,765,000
3 Florida State University $  60,550,634
4 Massachusetts Inst. of Technology $  43,524,730
5 Stanford University $  41,178,003

16 Harvard University $  15,592,273
35 Duke State University $   4,815,846
50 UTI, Inc./University of Calgary $   2,871,996

Ⅴ. 결론

1. 제도의 비교

직무발명에 대한 權利의 歸屬에 있어서, 美國의 경우는 진실한 최초의 발명자

만이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 귀속된 권리의 처분이나 이

전의 경우에는 계약법 고유의 문제로 보아 코먼로의 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사용자와 종업원 간에 명시적인 예약승계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

에게 권리가 귀속하고 사용자는 shop right를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

39조 제1항에서 직무발명을 정의함으로써 그 귀속을 규정하고 직무발명에 대하

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은 때에는 사용자 등은 통상실시권을 갖는다고 규정하

84) (b) To the extent a provision in an employment agreement purports to require an employee 
to assign an invention otherwise excluded from being required to be assigned under 
subdivision (a), the provision is against the public policy of this state and is unenforceable. 
한편,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직무발명에 대한 계약서 양식을 갖추어 놓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대학, 웨스턴캔터키대학, 이스턴미시건대학의 직무
발명 계약서 양식은 각각 아래 사이트들에서 다운받거나 볼 수 있다. http://www.ucop. 
edu/ott/patentpolicy/patentac.html, 2005.8.30. http://www.wku.edu/Dept/Support/SponsPrg/ 
grants/pols/empagree.rtf, 2005.8.30. http://www.emich.edu/public/hr/eccontract.PDF, 2005. 
8.30.

85) http://www.uofaweb.ualberta.ca/strategic/nav03.cfm?nav03=17173&nav02=17145&nav01 
=17121, 2005.8.19 접속. 수입액은 1999년부터 2001까지의 3년 동안의 평균치이다. 
이 사이트에는 1999-2001 3년간 북미 대학들의 라이선싱 수입 평균액이 50위까지 소
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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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대학발명에 대하여, 미국은 바이돌법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루

어진 연구개발의 결과로 만들어진 발명은 대학이 특허권을 소유하되 연방정부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는 것으로 하 다. 우리나라도 이 향을 받아 특허법을 

개정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이 한 직무발명을 전담조직이 승계하며, 전담조

직이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전담조직의 소유로 하 다. 이는 국가로 

귀속되던 대학의 직무발명과 그에 대한 특허권을 대학이 보유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 스스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발명의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과 상업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대학의 재정문제도 해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고 할 수 있다.86) 이 제도는 직무발명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식재산권 취득을 증가시키며 기술라이선싱이 공식적 채

널, 즉 TLO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라이선싱 성과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에서도 대학교수의 발명에 있어서 대학의 시설 즉, 실험실이나 장비 등을 

이용한 경우는 직무발명으로서 규정하고 있다.87) 이는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과 

86) 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라는 일본판 바이돌법을 제정하여 국가
R&D사업성과를 연구개발기관에게 귀속시키되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부여하 다. 
① 연구개발자는 새로운 기술의 발명에 대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보고한다. ②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는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을 상당기간 동안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는 해당 특허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특허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87) University of California, Stephen F. Austin State University, Temple University가 대
표적이다. 그렇지 않은 대학은 필자가 찾지 못하 다. Stephen F. Austin State 
University의 발명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This policy shall 
apply to all persons employed by Stephen F. Austin State University or a component 
thereof, and to anyone using facilities or funds subject to control or supervision by 
Stephen F. Austin State University.” http://www.sfasu.edu/upp/pap/GENERAL_ 
REGULATIONS/intellectual_property.html, 2005.8.30.; Temple University의 기술이전부
서(Office of Technology Transfer) ｢발명 특허 정책｣에는 대학의 시설이나 장비를 이
용한 결과로 교직원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개발한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대학이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The University shall be entitled to obtain 
the entire right, title and interest to any invention ...... which is developed in whole 
or in part by any University employe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faculty, staff 
member, fellow, resident, graduate student or assistant (whether paid or unpaid), which 
emerges from any University research or development activity, or from use of any 
University facilities or equipment.”(일부 생략) http://www.patents.temple.edu/ip_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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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특정한 연구과제의 지정이나 연구비의 지원이 없었다 할지라도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서

울대학의 지식재산권규정과 일치한다.

직무발명의 報償問題에 있어서도 美國은 따로 基準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투자위험이 없는 從業員측보다는 사용자측의 손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이익 분배가 적절히 이루

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Temple University는 종업원과 대학간의 수입배분을 순

수입의 50%씩으로 정하되 종업원의 몫이 대학의 총수입의 5%이상이 되도록 규

정하고 있다.88)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액

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고 있

으며, 그 報償의 種類에는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장려금적 성격의 발명보상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에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소송이 대부분 전직 종업원에 의한 것이고, 청구액이 고액이며 

법원이 이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

다. 사용자는 이제 기업의 환경과 종업원의 발명 인식이 변하 다는 사실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2. 결론

국립대학교수들의 발명이 직무발명이기 위해서는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무에 속하고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소 교

수를 제외하고는 발명을 하는 것이 의무로 기대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발

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립대학교수들이 

대학측으로부터 과제를 지정받지도 아니하고 연구비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자

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룩한 발명은 직무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대학교수가 외부기업과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과제를 지정받고 연구

비를 지급받아 완성한 발명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관여가 배제되는 발명으로서 

html, 2005.8.30.
88) ‘The net income to the University from a royalty agreement or other agreement 

resulting from an invention shall be distributed as follows: 50% to the Inventor(s) and 
50% to the University, provided that the inventor(s)' share shall not fall below five 
percent (5%) of the University's gross receipts.’ http://www.patents.temple.edu/ip_ 
policy.html, 20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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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이 될 수 없다. 다만, 대학의 연구시설 등을 이용한 경우 대학은 계약이

나 각 대학의 지적재산권관리규정 등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정부지원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대학의 시설이나 인력을 이용하 다는 이유만

으로 대학교수의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보아 대학교수 개인명의의 발명까지 전담

조직에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교수의 연구의욕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학에서 직무발명을 정의함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에서 종업원이 사용

자의 자원을 이용하여 발명한 경우 사용자에게 shop right를 부여하는 정도에 그

치고 있음은 좋은 참고가 된다.

서울대규정에서 제3자와의 연구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대학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 창작된 발명은 이를 원칙적으로 서울대학교의 직무발명으로 보도

록 하는 규정은 교수와 제3자(기업체)의 공동연구에 장애가 될 수 있다.89) 현대 

과학기술의 특성상 공동연구, 특히 외국 대학교수와의 국제적 공동연구의 필요성

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동연구프로젝트의 결과로 발생한 직무

발명에 대해서는 서울대 교직원의 지분만큼만 서울대학교 재단이 소유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제3자가 공동연구의 결과로 발생할 직무발명의 

소유권에 대한 염려 없이 서울대 교수와 함께 편안하게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함이다. 이러한 태도는 한양대학교 지적재산권 관리규정에서도 볼 

수 있다.

3. 제안

(1) 사용자의 입장

투자 위험을 무릅쓴 사용자 등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투자에 대

한 사용자 등의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하여 첫째, 종업원 등이 예약승계계약을 

어기고 제3자에게 발명을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제3자로부터 발명에 대한 報

償을 받을 있도록 한다. 둘째, 재직기간 동안에 체득한 지식과 경험이 퇴직 후에 

한 종업원의 발명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무발명

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이것은 중요한 발명의 완성을 앞두고 종업원

이 퇴직한 후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불합리한 손실을 예

89) 이러한 규정은 여러 연구주체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여 추진될 수 있는 공동연구프
로젝트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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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고 사용자와 퇴직한 종업원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후 4개월 내에 출원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 당해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발명진흥법 제

11조 제1항), 위 기간은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을 평가하여 출원여부를 결정하고 

흠결 부분을 보완하여 출원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다.90)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에는 출원여부만을 결정하여 종업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출원결정통보 후 

일정기간(예를 들어 통보 후 4개월) 이내에 출원하도록 하고, 출원여부결정통보

기간 내에 종업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출원기간 내에 출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업원의 자유발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종업원의 입장

한편, 종업원 등의 발명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이 무상의 통상실시

권을 가진 경우에도 종업원 등에게 보상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종업원의 자발

적 발명활동을 자극하여 종국적으로 사용자에게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학교수가 대학으로부터 과제를 지정받지도 아니하고 연구비의 지원을 받지

도 않은 채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대학의 인력이나 시

설을 이용하 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직무발명으로 인정하여 대학에 그에 따른 

모든 권리를 귀속시키는 지식재산권규정은 충분히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렇다고 하여 교수와 대학의 공유로 하면 처분이나 라이선스에 따른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율의 조정을 통하여 

균형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Caltech)의 ｢특허 및 저작권 협약｣은 미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권리까지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91) 그러나 국내 대학

들은 대부분 해외출원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

어 서울대학교지적재산권규정 제5조 제1항에는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

명에 대한 권리는 특허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 승계한다’라고만 규정하

90) 미국에서는 수혜대학 등이 발명을 한 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연구비를 지급한 정부
부처에 발명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발명에 대
한 특허권 취득 여부를 결정한다. 정상조, p.90.

91) “I agree to assign to the Institute or its nominee any such invention or copyrightable 
material, and all copyright and patent rights in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countries.” http://www.ott.caltech.edu/security/Patent_Copyright_Agrmnt.htm, 2005.8.30.



2005. 9.]  직무발명의 귀속과 보상 199

고 있을 뿐 해외출원에 대한 권리도 승계한다는 내용을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

다.92) 해외출원에 대한 권리도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겠지만, 사용

자가 국내에는 출원하고 해외에는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해외 국가 중 일부 국가

에만 한정하여 출원하는 경우 해외에서의 권리 혹은 출원하지 아니한 국가에서

의 권리에 대하여 사용자와 발명자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출원하지 

아니한 국가에 있어서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자동으로 발명자에게 귀속시키

는 것이 편리하다. 직무발명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시장상황 등에 따라 국내출

원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더욱이 해외출원의 경우에는 그 비용이 대단히 

커서 사용자가 이를 기피하거나 출원대상국의 숫자를 극히 제한하는 경우가 일

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발명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서울

대지식재산권규정에는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경우 발명자가 출원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 재단이 출원하지 아

니한 국가들에 대한 권리의 귀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93)

92) 이러한 태도는 한양대학교, 아주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경상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호서대학교 등도 마찬가지다.

93) 가톨릭대학교 ｢직무발명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는 ‘본교가 발명자로부
터 직무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 

특허출원 및 등록에 관한 비용은 본교가 전액 부담한다’고만 되어 있고 해외출원비용
에 대한 언급이 없다. 서울대학교지적재산권규정 제9조 제2항에서 법인은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는 외국에 특허출
원하는 경우에는 발명자가 출원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톨릭대학
교와는 달리 일부를 발명자에게 부담시키는 입장은 서울대학교 외에 아주대학교, 서
울여자대학교, 호서대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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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wnership of and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94)

Daehwan Koo*

In modern society, most technologies are created by companies that have a 

well-organized research base. That is, most inventions today are created by 

employees who are working for companies.

In deciding whether an invention made in the course of employment should 

belong to the employee or the employer, patent law has to balance interest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It has long been supported that the inventor 

is the first owner of a patent. However, if someone is employed to do 

something (e.g. invent), the resulting products (i.e. inventions) should be owned 

by the employer. Patent Act states that if the invention of an employee meets 

the requirements relating to an in-service invention and the employee transfers 

his invention to a company, the company must grant him proper compensation 

for his invention.

University patenting and licensing efforts under the Bayh-Dole Act have 

fostered the commercialization of many new technological advances in the US. 

The Bayh-Dole Act created incentives for the government, universities, and 

industry to work together in the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for the 

public benefit. With the success of the Act in the US, similar system has been 

employed by universities in Korea. Thus, ownership of inventions made by 

professor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s transferred to the industry foundation 

(such as SNU Industry Found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Now it became 

very important to establish a standard by which ownership of inventions by 

professors could be determined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could be given to 

inventors.

* College of law of S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