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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기업 종업원의 기술혁신활동의 유인에 관한 연구 이다.보다

자세하게는 공공조직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발명과 특허 활동의 장려를 위해서

는 어떤 보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특허의 질을 극대화 할 수 있느냐에 관한

연구이다. 발명은 회사와 종업원의 공동의 노력으로 완성되고 이것에 대한 보

상은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상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며 회사는 특허의

독점사용권을 가지며 종업원은 보상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공기업 조직에서의

특허의 질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하기 위하여 발명을 경

험한 종업원의 인식 설문조사와 그 조직의 행정데이터를 매칭 함으로써 인식

과 행태결과를 연결 분석 하였다. 그 요인들의 실증 분석을 위하여 한국의 대

표적인 기술 공기업인 한전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방식은 비즈메일을 통한 이메일 설문방식으로 시행하였다. 크게 응답자

의 기본정보, 보상제도인식도, 제도개선방향, 경영환경변화 등 크게 4가지 분

류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이 응답자들의 인식과 그들이 창출한 발명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시행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발명신고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이

중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

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비금전 보상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종업원을 상대로 보상절차에 대한 정보 전달을 강화해야하며 직위,

근속연수와 직군에 맞는 보상체계를 다변화하는 것이 특허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분석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큰 물결의 편승을 위해서는 공기업

또한 사기업 못지않은 공격적인 기술혁신 활동 장력 정책이 필요하다. 몇몇 공

기업은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특허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그

렇지 못한 공기업들은 특허에 대한 중요성과 가능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과정에서 나타났다. 공기업의 기술자산은 국가의 자산

이다. 공기업의 기술 경쟁력은 곧 국가의 기술경쟁력이다. 경쟁시장 구조 하에

있는 일반 기업의 경우 종업원 발명의 보상으로 금전적 보상에 비중을 두어

보상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공기업의 경우는 독점구조다 보니 금전적 보상

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비금전적 보상의 개발 등 인센티브 구조를 다양화해야

한다. 따라서 전 종사자에게 공히 적용되는 획일화된 보상기준보다 각 계층에



맞는 보상기준을 다양화하여 수립하는 것이 공기업 기술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기술혁신, 발명, 특허, 보상, 금전, 비금전

학 번 : 2017-2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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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조직에서의 혁신활동은 그 조직의 연속성을 담보하려는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이

다. 혁신활동이란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

임으로서 조직의 바람직한 변화를 꾀하려는 노력이다. 조직을 혁신한다는 의미는 조

직을 현 상태보다 진일보한 상태로 바꾸고자 함이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

응성을 높여 생존의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조직 내에서 혁

신의 대상과 종류는 다양하다. 인적자원혁신, 관리혁신, 기술혁신 등이 예가 될 수 있

다. 그중 기술혁신(Technology Innovation)은 조직구성원들이 가진 지식의 공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과 연결 된다.

현대 사회는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이다. 지식기반사회는 ‘지식’

이라는 생산 요소가 경제력을 좌우하는 사회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을 이용하

여 재화를 생산하고 그 지식을 재생산하여 사회를 발전시키는 능력이 부의 방향을 결

정한다. 20세기는 노동과 자본이 핵심적인 생산요소가 되는 사회였지만 21세기는 지

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어 세계경제를 이끌 것이다.

저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자신의 저서 제 3의 물결에서 “제2의 물결의 영향

권에 있는 회사에 있어서는 공장의 기계나 건물이 자산이므로 종업원은 인건비 곧 비

용일 뿐이었다. 그러나 제 3의 물결에서는 그와 반대로 기계나 건물 쪽이 경비이며

인간은 최대의 자산이 된다. 창조적인 인간이야말로 무엇보다 큰 재산이 되는 것이

다.”라고 말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조적인 인간의 지식은 ‘재산’이며 그 지식은 또

하나의 ‘자원’이다. 풍부한 천연자원만을 앞세워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

던 국가들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이동에 대비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반

대로 이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나라들만이 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남게 될 것

이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우리 사회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

바일, 3D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이 모두 지식기반산업 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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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4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인 제1차 산업혁명,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인 제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인

제3차 산업혁명에 비해 훨씬 더 빠른 발전을 우리 사회에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

로 하기 때문에 과거의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scope)에 더 빠른 속도

(velocity)로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가 본격적인 지식기반경제사회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 기술을 비롯한 지적

재산의 가치 보호와 이의 적절한 육성 및 활용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특허출원 세계4

위, 표준특허 점유율 세계 5위에 이르는 등 지식재산권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

인 수준이나 원천기술이나 핵심 특허가 부족해 질적인 면에서는 경쟁국가에 비해 떨

어지는 수준이다. 2017년 국정 감사 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

섭 의원(인천 부평갑)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6개 분야 관련 한․미․일 3개국의 특허출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미국 출원실적

의 6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는 국가 기술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져 미

래 대한민국의 기술 위상이 경쟁국가에 비해 열위에 놓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발명진흥법의 제정으로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법제화하

여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의욕 고취와 첨

단기술의 유출 방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게 하는 법적 제도가 잘 마

련되어 있다. 실제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대기업의 91.7%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

유 및 활용하고 있고, 중견기업의 86.1%, 중소기업의 48.8%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두고 있다.2) 이런 법제도는 발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과학기술혁신의 동기

를 부여한다. 결국 이러한 동기부여가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

화시켜 경제발전을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의 효율적 운영

이 국가전체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한 동기부여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3)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우리나라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에서

는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함께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

1) [출처] [2017국감 보도] 4차산업혁명 특허출원, 미국의 60%수준 불과|작성자 국회의원 정유섭

2) 특허청,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6

3) Porter and Lawler(1968)이나 Vroom(1964), Carrrel and Dittrich(1978), Noe(1986) 등

에 의해

높은 수준의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가 연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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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종업원의 발명으로 인한 기

술 독점사용 공헌정도를 비교적 쉽게 산출할 수 있는 반면 공기업의 경우 민간기업과

는 다르게 이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특허로 보호받는

기술의 ‘독점’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아 자기실시보상

금 책정이 난해하여 민간기업에 비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등이 R&D의 결과로 귀결되는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만으로 인해 연구개발의 의욕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조직성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독점 공기업은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을 때 특허로서 보호하지 않아도 타사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산권으로 보호해야할 유인이 부족하다. 또한 동일 사업영역에 경쟁사가 없

어 기술이전을 통한 로열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제3자실시 또한 실행

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독점 공기업 종업원의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보상책 마련을 위

한 실질적 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고찰하여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공평한 이익

조정을 도모하고, 종업원에게는 발명의 의욕 고취는 물론이고 공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의 조직 역량 감소 및 미래에 발생 가능한 거액의 보상금 청구소송으로 인한 기업가

치 하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 공기업의 기술혁신활동, 그중에서도 직무발명활동에 대한 적

정보상금 산정에 관한 본격적인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종업원과 사용자에 모두

이익인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국내 최대 기술 공기업이자 2009년부터 공기업 최초로 특허 전담조직을 조직해 특허

경영 인프라 구축과 미래 신기술 지식재산 창출에 매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

업이다. 한전의 우수특허 발명자들의 조직성과를 분석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직무발

명활동을 유인하는 동기는 무엇인지, 어떤 유인 정책을 펼쳐야 종업원 R&D활동을 극

대화 할 수 있을지, 그 유인책이 금전적인 보상인지 비금전적인 보상인지를 고찰하여

독점 공기업 종업원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합리적 성과 보상방안을 연구하고자 한

다.

제 2 절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한전 특허경영플랫폼에 등록된 11,363개의 직무발명 신고 건을 바탕

으로 발명자로 하여금 기술혁신활동의 유인을 측정하고자 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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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발명 건은 내부 심의기구인 ‘출원심의회’를 거쳐 점수와 등급을 매기게 된다. 각

발명 건에 대한 점수는 특허성점수, 기술성점수, 시장성점수로 나뉘며 합산된 점수에

따라 S, A, B, C, D 5단계 등급을 받게 된다.

<표1. 한전의 특허관리등급>

등급 점 수 의  미

S급 91~100점 특허성, 기술성, 시장성이 매우 우수한 발명으로 국내외에서 권리확보가 요구되는 발명

A급 81~90점 특허성, 기술성, 시장성이 우수한 발명으로 국내외에서 권리확보가 요구되는 발명

B급 71~80점 특허성, 기술성, 시장성이 있고 국내에 권리확보가 요구되는 발명 

C급 51~70점 특허성, 기술성, 시장성이 낮아 권리확보 필요성이 없는 발명

D급 50점 이하 특허성, 기술성, 시장성이 매우 낮아 권리확보 필요성이 없는 발명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종업원의 기술혁신활동중의 하나인 직무발명 유인동기를 알

아보기 위해 발명활동 경험자의 특허의 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한전의 특허경영방식과 성과보상제도는 다른 10개의

그룹사나 타 공기업의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왔다. 실제로 한전

의 사규인 “기술개발규정”은 전력그룹사의 표본으로 참고 되고 있고 정보공개를 통해

타 공기업, 공공기관, 공공연구기관에 인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한전의 우수특허 창출

유인 기제 분석 연구의 결과는 타 공기업의 특허경영전략이나 성과보상제도 수립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민간조직보다

금전적 보상이 절대적으로 작은 실정에서 공기업의 직무발명 활동 유인 기제의 연구

는 공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공기업의 직무발명에

대한 성과보상 체계는 민간기업보다 좀 더 세밀하여야 하고 금전적인 보상 뿐 아니라

비 금전적인 보상간의 타당도나 신뢰도를 높여 보상체계의 Best mix를 구현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독점 공기업의 직무발명활동에 대한 성과보상

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가 향후 공기업의

특허경영전략 수립에 합리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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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직무발명의 의의

직무발명은 국가별, 기관별로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대체로 종업원이

사용자 측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

무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발명은 원시적 귀속 주체에 따라 사용자주의와 발명

자주의로 나눌 수 있다. 사용자주의는 직무발명의 권리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

속하는 것이고 발명자주의는 직무발명의 권리가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발명자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계약 등을 통해 직무발명을 종업원으로부터 사용자에게 귀속시키게 된다.

2.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개념

직무발명 보상은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로서 얻은 발명의 이익을 자본과 시설을 투

자한 사용자와 발명을 완성하는데 공헌한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목

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란, 사용자 등이 발명을 완성하는데 제공한 연구시설, 연구장비, 연구개

발비, 연구설비비, 연구자 재비, 연구보조자의 제공, 기술정보, 급여 등의 일체의 인

적, 물적 비용 및 당해 직무발명 성립 후 권리화 및 실시화를 위한 사용자의 공헌한

정도와 종업원 등 이 당해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창조적 노력을 말한다.(서태환,

2006) 즉,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실시는 연구개발 행위를 한 종업원 등 의 발명에 대

한 권리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종업원에게 기술개발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사용

자에게는 개발된 기술을 시장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케 함으로 써 기술혁

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장태종, 2007)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발명자주의는 원

칙적적으로 직무발명의 권리가 발명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채용 시 종업원과의 계약을 통해 발명의 승계가 가능하

도록 하거나 사규 등의 규정으로 알리어 종업원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미리 양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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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규정

  1) 관련 법 규정 

발명진흥법에 의하면 종업원등이 한 발명에는 직무발명과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

에만 속하는 업무발명의 경우 사용자 등에게 무상의 법정실시권이 인정되며 예약승

계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

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

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

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

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

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

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직무발명에 관한 법 규정

발명진흥법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정의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주

목할 점은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와 함께 사용자는 보상액 뿐만 아니라

보상형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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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

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

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

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7.30.>

4. 한국전력공사의 직무발명관련 규정

한전은 사규⌜기술관리0200 기술개발규정⌟으로 직무발명과 관련한 보상의 범위

(제42조), 출원보상(제43조), 등록보상(제44조), 출원유보보상(제45조), 방어보상(제46

조), 처분보상(제47조), 실시보상(제47조의 2)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한전은 최

상위 규정인 사규로서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목할 것은 발명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인 부분으로만 국한되어 규정하고 있어 비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부분

은 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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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상의 범위) ① 공사는 산업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을 원

칙으로 하며,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9>

제43조(출원보상) 공사가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승계하기로 하여 출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44조(등록보상) 공사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한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출원유보보상 <개정 2009.8.19>)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이 제

한된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7.26>

제46조(방어보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어보상금을 지급한다.

1. 직원이 제3자가 출원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이 공사 이익에 저해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 청구를 하여 출원된 발명이 거절 사정 또

는 무효심판을 받거나, 그 재산권의 범위가 축소된 경우

2. 직원의 신고로 침해분쟁 예방, 손해방지 등에 기여하거나 공헌이 인정된 

경우

제47조(처분보상 <개정 2009.8.19>) ①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제3자에게 실시

권 허락 또는 양도하여 공사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금에 대해 발명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처분보상금은 그 지급

한도를 계약 1건당 년간 3억원으로 하며, 권리소멸일 이후에는 보상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19, 2011.12.26>

제47조의2(실시보상) ①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직접실시하여 수익이 발생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심의를 거쳐 그 수익금(이익발생 또는 경비절감)의 일

부를 발명자에게 실시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수익금이 1,000만원 이상 발

생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소속사업소 관할 본사 처(실)장의 확인을 받은 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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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직무발명 보상제도

1. 바람직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최근 특허청이 실시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실태 조사(2007)4)에 따르면 바람직

한 직무발명 보상금과 보상의 종류별 효과에 대한 설문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

고 있다.

<표2. 바람직한 직무발명 보상금과 보상의 종류별 효과>

한전의 보상금액과 비교해보면 출원보상금의 경우 특허 30만원, 실용신안 20만원,

디자인 10만원, 등록보상금의 경우 특허 50만원, 실용신안 30만원, 디자인 20만원으

로 민간에서 형성된 합리적 성과보상 희망금액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효과성이 제일 높은 실시보상은 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액산정의 어려움으

로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현재 R&D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6300여개 중 산업별. 규모별 2213개의 기업을 선별하여

조사함. 2001년, 2004년, 2005년에 이어 2007년이 가장 최신 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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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바람직한 비금전적 보상방법>

또한, 바람직한 비금전적 보상방법의 응답으로는 해외유학 또는 연수, 국내대학 진

학 등 자기계발 지원과 특별진급 기회 부여가 가장 높았다.

2. 국내기업의 보상제도 운영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계기업 등 민간조직의 직무발명

실태조사나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승계의 통

지만으로 직무발명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 직무발명제도는 기업의 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비영리법인 등 공공연구기관은 사정이 다르다. 공

공연구기관은 주로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R&D사업을 통해 산업재산권

이 탄생하며 그에 대한 보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규정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술료 규정을 기준으로 보상을 실시한다. 이

러한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직무발명 보상기준은 사용자인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을

승계함에 따른 이익을 종업원인 연구자에게 보상한다는 직무발명 본래의 취지보다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발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공공기술을

확보하여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하고자 함에 그 취지 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

반적이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기술을 실시기업에게 이전하고 받은 기술

료의 50% 이상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가 R&D 관리규정 및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직무발명보상규정은 R&D 비용이나 기술이전을 위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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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함이 없이 기술료의 일정 비율을 연구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민간분야의 직

무발명보상제도와 상이하다.5)

이처럼 민간기업과 공공연구기관 등 각각이 조직 특성에 맞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독점 공기업 영역에 특화된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행태에 대한 고려

없이 금전적 보상의 측면이 강한 민간조직의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그대로 독점 공

기업에 적용하기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자체 취지를 그대로 살리지 못할 뿐더러 공

기업 종업원이 원하는 합리적인 성과 보상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독점이익 또는 초과이익의 발생에 직무발명이 기여한 정도를 실무상 독점권기여도

또는 독점권기여율이라 칭하는데, 상기 법령과 내부 사규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독

점권 기여도 산정은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기업의 특성상 한전은 우리나라

전력사업영역에서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종업원 발명이 아무리

우수한 발명이라고 하더라고 이론적으로 독점권 기여율이 0%라고 하게 되면 금전적

보상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전의 특수한 사정은 해당

직무발명은 한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실시를 하는 경우는 어려운 경우

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력사업의 특성상 한전이 독점적

위치에 있고 이로 인한 진입장벽이 높아 사실상 제3자에게 실시하는 것은 국내에서

는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감소된 매출액을 기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전, 즉 공기업

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산정방식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하겠다. 한전과

같은 독점 공기업의 경우는 특허에 의하여 이익이 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

고, 독점권 기여도 산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공조직 이기 때문이다.

자기실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독점권기여도를 먼저 결정해야 사용자 이익금액 산출이

가능하다. 이 독점권기여도의 산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사용자는 종업원등의 직

무발명에 소극적인 금전보상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종업원의 기술개발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여 조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제 3 절 외국 직무발명 보상제도 사례

2009년 미국, EU, 일본, 한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현황6)을

5) 공공분야 직무발명 보상제도 합리화 방안연구 최종보고서, 특허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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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로부터 조사하였다. 2008년 7월~9월의 기간으로 응답기업 수는 미국 50개

사, EU 12개사, 일본 25개사, 한국 80개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은 특허

출원이나 등록 시 보상 여부 및 회사제품의 혁신에 대한 보상, 회사의 업무프로세스

혁신에 대한 보상, 매출이나 이익기여도에 따라 보상내용의 종류나 금액이 달라지는

지 아닌지, 국가별로 보상의 종류나 금액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특허

보상은 특허 출원이나 등록에 관한 보상이며, 제품 혁신 보상은 혁신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의 보상이며, 프로세스 혁신 보상은 생산 공정이나 기타의 과정에서의

혁신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국가별 보상제도 실시기업의 비율을 보면 보상의 유형

과 관계없이 일본이 제일 보상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특허보상 실

시기업의 비율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았으며, 제품혁신 보상과 프로세스 혁

신 보상의 경우 EU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EU의 경우 프로세스혁신 보상 실시기

업의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특허보상의 경우 미국과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특허보상과 프로세스혁신 보상의 경우 3위 수준이었으며, 제품

혁신 보상의 경우 실시기업 비율이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다.

<표3. 국가별 보상제도 시행 기업 비율>

구분 미국 EU 일본 한국

특허 보상 72% 92% 96% 76%

제품 혁신 보상 82% 58% 88% 57%

프로세스 혁신 보상 82% 58% 84% 71%

국가별 특허보상 시행 현황을 보면 종업원이 특허출원이나 등록을 위해 이바지한

경우 금전적 보상을 하는 기업의 비율은 일본이 96%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이 38%

로 가장 낮았다. 상장이나 상패를 수여하는 기업의 비율은 EU가 50%로 가장 높았으

며, 한국과 미국이 31%로 가장 낮았다. 승진, 교육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의 비

율은 한국과 미국이 31%로 높게 나타났다.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은 한국만 존재

(3%)하고, 공로회식의 경우 EU(33%), 미국(18%) 등 서구지역의 실시비율이 일본(4%)

과 한국(1%) 등 아시아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허보상을 하지 않는

기업의 비율은 미국이 28%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이 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의 R&D 인력 보상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 방안, 2009. 12, 7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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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국가별 특허 보상 실시(복수 응답)>

구분 미국 EU 일본 한국

금전적 보상 38% 75% 96% 60%

상장이나 상패 수여 31% 50% 36% 31%
승진, 교육 등의 혜택 31% 0% 0% 31%

특별 휴가 부여 0% 0% 0% 3%

공로 회식 18% 33% 4% 1%

기타 0% 8% 0% 0%

보상 없음 28% 8% 4% 24%

국가별 특허 보상 실시 표에서 보듯이 여러 국가에서 금전적보상과 함께 비금전적 보

상(승진, 교육, 포상 등)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미국에서의 보상 

미국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은 회사와 종업원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보상금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직무발명 보상의 경우 미국은 따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종업원과 사용자 이익의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개인은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라 회사의 급여, 연구 지원 등에 의해 만들어짐을 인식

하고 회사는 보상규정에 따라 적절히 보상하기 때문이다.

<표5. 미국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사례>7)

회사명 종업원/발명자에 대한 보상 내용 

Northern Telecom (비금전보상) 연중 발명자에게 최고급 디너 초대 

Zexel Innovation (출원보상) 미국 특허출원 1건당 1000달러 

IBM (출원보상) 최초의 미국 특허출원에 3000달러, 다음 회부터는 750달러

Pitney Bowes (출원보상) 미국 특허출원 1건당 500달러, 외국 출원 1건당 50달러

Honeywell (출원보상) 미국 특허출원 1건당 1500달러 

Symbol Technologies (출원보상) 미국 특허출원 1건당 500달러, 등록 1건당 1000달러

Bell Labs./Lucent (출원보상) 미국 특허출원 1건당 500달러, 등록 1건당 1000달러 

Rhone-Poulenc Rorer (비금전보상) 기념 은화 증정 

Avery Dennison (비금전보상) 기념 금화 및 은화 증정 

2. 독일에서의 보상 

   독일 역시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식 보상제도는 보상지침에 따

른 보상금의 계산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독일식 보상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제

기되기 시작했다.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의 Heath(2002)에 의하면 발명자가 평균적

7) Schechter, P. "미국의 발명자 보상금 문제: 기본적 사고방식과 구체적 보상금을 미국 기업과 대학을 예로 설명" 20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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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을 통하여 얻는 수익은 1,000유로 정도인데 반해 발명 건당 보상지침에 맞춘 처

리비용은 약 2,200 유로에 달한다고 한다. 직무발명의 보상의 높은 처리비용은 외국

기업들로 하여금 독일 내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을 회피하거나 자국기업의 탈 독일 현

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Health, 2002) (Kirstein and Will, 2003) 주

목할 점은 독일의 직무발명동향 역시 직무발명의 보상금 계산이 난해하여 고도의 상

업적 가치가 있는 발명을 제외하고는 정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다.

<표6. 독일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사례>

발명에 의한 매상 또는 수입 추가보상금

500만 유로 또는 12만 500유로 5,000유로

1,000만 유로 또는 25만 유로 10,000유로

2,000만 유로 또는 50만 유로 15,000유로

5,000만 유로 또는 125만 유로 20,000유로

10,000만 유로 또는 250만 유로 25,000유로

20,000만 유로 또는 500만 유로 30,000유로

50,000만 유로 또는 1,250만 유로 60,000유로

그 후 5억 유로 또는 1,250만 유도 25,000유로

3. 중국에서의 보상 

   중국에서의 보상제도는 2014. 3. 31에 중국의 특허청격인 SIPO에서 공표한 직무

발명조례로부터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조사할 수 있었다. 중국역시 직무 발명권을 획

득한 직무발명에 대해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흥미

로운점은 이 인센티브 총액이 해당 직급의 평균 임금의 2배보다 적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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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중국 직무발명보상 규정>

1. 발명자 인센티브 -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보상금 중 출원보상금에 해당)

   가. 회사는 발명특허권을 획득한 직무발명에 대해 발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며, 인센티브 총액은 해당 직급의 월평균 월급 2배보다 적

어서는 안된다. (직무발명조례초안  §20)

   나. 지급기한: 회사는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센티

브를 지급해야 한다. (직무발명조례초안 §23)

2. 발명자 보상금 -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보상금 중 실시보상금에 해당)

   가. 직무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이전, 라이선스 또는 자기실시의 경우 

사용자는 발명자에게 합리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무발명조례초

안 §17Ⅱ)

   나. 보상금 산정방법 규정 (직무발명초례초안 §21): 

      (1)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A. 특허발명의 경우 영업이익의 5% 이상

         B. 실용신안, 디자인의 경우 영업이익의 3% 이상

      (2)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A. 특허발명의 경우 매출의 0.5% 이상

         B. 실용신안, 디자인의 경우 매출의 0.3% 이상

   다. 보상금 지급기한: 양도 혹은 타인에게 직무발명의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한 경우 라이센스 비용 및 양도 비용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 직접 실시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무발명조례초안 §23)

4. 일본에서의 보상 

일본의 직무발명의 보상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업

원의 직무발명에 상당한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대기업 등에

서는 금전적보상외에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일본에서는 정당한 보상에 관한 판단과 그 보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8) 즉, 정당한 보상금 산정을 위

한 특정 규칙의 책정이 곤란한 가운데, 발명자공헌을 사건별로 판단하게 되면서 사용

8) 日本知的財産協會, 職務發明制度に關する考察, 2009. 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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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종업원도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산정결과가 나타난다는 비판이 있었다.9) 일본

의 직무발명규정의 각 프로세스 운영실태 보고서10) 에서 일본내 직종별 대표기업들에

대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었다. 일본의

기업들은 보상금액 산정을 위하여 발명의 질을 평가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발명의 질

즉, 특허의 질을 평가하고 이를 순위로 매겨 보상액 산정에 활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종업원에게 ‘상당한 대가’의 지급 기준을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이

는 ‘규정의 공개’가 위에서 말한 발명의 질, 즉 특허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상

당히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일본의 직무발명규정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

로 조사가 이루어 졌고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8. 일본 직무발명보상 프로세스 운영실태 조사 기준>

1.「상당한 대가」의 지급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2.「상당한 대가」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종업원 등과 협의는 실시했는가? 

3.「상당한 대가」의 지급 기준을 종업원 등에 대해 어떻게 공개했는가? 

4.「상당한 대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종업원 등에 대가를 지불 할 때 종업원 

등에 대하여 당해 지급 기준의 적용·산정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했는가? 

5. 직무 발명에 관한 사내에서의 이의 신청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9) 윤선희,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있어서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요소에 대한 연구, 한국

법학원, 저스티스, 2012.4, 118면.

10) 平成27年度産業財産権制度問題調査研究 「企業等における職務発明規程の策定手続等に関する調

査研究」, 2015年9月16日

株式会社野村総合研究所 コンサルティング事業本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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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일본 대기업의 상당한 대가의 지급 기준>

제조(종합전기․운송장비) 5개 생명과학(제약․화학․식품) 3개 정보통신서비스 3개

출

원

․ 일정액을 지불(3개) 

․ 발명의 질을 평가하고 

순위에 나누어 일정 금

액을 지불

․ 일정액을 지불(3개)
․ 일정액을 지불(2개)

․ 경품을 수여 지불

등

록

․ 일정액을 지분(3개)

․ 없음(2개)

․ 일정액을 지불(2개)

․ 없음(2개)

․ 일정액을 지불

․ 경품상을 수여 지불

처

분

실

시

․ 등록 후 특허의 질과 

글로벌 실시전망을 산

정하고 순위에 따라 지

급

․ 발명의 기술적 가치를 

평가하고 순위에 따라

서 지급

․ 사내 실시는 특허의 질 

평가에 따라 순위 나누

어 일정 금액을 지불하

고 사외 실시는 라이센

스 계약시 비용과과 비

율을 결정하고 지불

․ 실시보상은 발명의 질 

평가사항에 따라 지불

하되 특별히 우수한 특

허는 특별한 보상을 지

불

․ 사내 실시 발명의 질, 

실시규모 등으로 순위

를 나누어 대가를 지불

하고 사외 실시는 라이

센스 수입에 따라 대가

를 지불

․ 통상실시권은 일정액을 

지불하며, 실적이 일정

액 이상인 것에 대한 

것은 실적산정 공식에 

근거하여 산출된 대가

를 지불

․ 발명 실시 후 실적에서 

산출한 대가를 지불

․ 실시시 매출과 라이센

스 매출에 일정비율과 

각 특허의 계수를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을 지금

․ 상한은 마련하지 않고 

산정방식에 따라 지불

․ 실제로 활용된 매우 가

치가 높은 특허에 대하

여는 경품상을 수여 지

불

․ 실적이 평가된 것에 

대하여는 제한 없이 

보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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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일본 대기업의 발명보상규정의 종업원 등과의 협의>

제조(종합전기․운송장비) 5개 생명과학(제약․화학․식품) 3개 정보통신서비스 3개

설명회

실시 

여부

․ 수백회 실시. 1만명 

참가

․ 전체 종업원을 대상

으로 수십회 실시(2

개)

․ 비조합원 (과장급 이

상 파견자)을 주요 

대상으로 수십회 실

시 

․ 10회 정도 실시

․ 처음은 의견청취 다

음은 개선방안 의견 

교환

․ 전체 종업원 등을 위

해 인트라넷에 의견 

청취 후 종업원 등 

대표와의 협의

․ 설명회 참가를 업무

로 처리하여 출석률 

100%

설명회

실시 

형식

․ 인트라넷으로 규정초

안을 공개한 후 협의

를 실시(3개)

․ 지역마다 몇 번 씩 

실시(2개)

․ 연구개발 거점 중심

으로 실시

․ 사보로 특집을 개최 

공지

․ 연구개발부문이 주요 

대상(3개)

․ 책자를 만들어 전사

에 배포하고 전사적 

대상으로 각 거점에

서 설명회를 수차례 

실시

․ 각 사업장의 대표자

와 지재부문에서 협

의를 실시. 개별 종

업원 등과의 상호 의

견 교환은 없음(2개) 

노조와

의 협의

․ 조합과의 협의를 2번 

실시

. 처음은 회사의 제안 

2번째는 합의 형성

․ 집행부와의 협의 내

용은 후에 공개

․ 조합과의 협의 실시

․ 조합에 10여 차례 설

명회전과 후에 개별 

협의 

․ 조합과의 협의를 수

차례 실시

․ 전사적 설명회를 개

최

․ 조합대신 대표자 등

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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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일본 대기업의 발명보상 규정의 종업원 공개 >

제조(종합전기․운송장비) 5개 생명과학(제약․화학․식품) 3개 정보통신서비스 3개

공개

방법

․ 인트라넷에 공개(4개)

․ 인트라넷에 의한 이러

닝 등 강제적인 공개 

․ 10회 정도 실시

․ 처음은 의견청취 다음

은 개선방안 의견 교

환

․ 전체 종업원 등을 위

해 인트라넷에 의견 

청취 후 종업원 등 대

표와의 협의

․ 설명회 참가를 업무로 

처리하여 출석률 

100% 유도

공개

범위

․ 모든 직원들(4개)

․ 파견 사원도 포함하여 

규정열람가능

․ 파견 사원에게도 공개

와 설명(2개)

․ 전체 종업원(3개)

․ 모든 직원과 파견 직

원을 포함하여 공개

․ 신입사원은 입사 시 

연수에서 설명

․ 전체 종업원(3개)

과제
․ 전체 공개에서 명확한 

범위 산정

<표12. 일본 대기업의 기타 비금전적 인센티브 >

제조(종합전기․운송장비) 5개 생명과학(제약․화학․식품) 3개 정보통신서비스 3개

표창

․ 스테디셀러 상품을 많
이 낸 사람에게 표창
장과 상패 수여

․ 사내 표창 및 상패 수
여

․ 표창제도 표창식, 표창
장 수여

공표 ․ 전체 조례 시 공표

인사
․ 승급 및 승진에 관한 

개인 평가에 반영

포상
․ 표창제도의 특별 휴가

와 지재권에 관한 유
학 등 학습기회 제공

일본의 경우 발명보상 규정과 절차에 대한 종업원 공개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한전의 경우는 발명보상 규정은 사규로서 공개되어 특별히 강제적

인 공개를 실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경우 인트라넷에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연수나 설명회 등 시 100% 의무 출석을 하게 하는 하는 점이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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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웠다. 이러한 발명보상 규정의 공개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보상절차 이해도를 제고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 일본의 이러한 기업문화는 발명의 질 향상과 관

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일본 대기업의 기타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도 운영 사항도

선행연구로 확인 할 수 있었는데 표창, 인사, 포상휴가, 교육기회 제공 등이 대표적인

비금전적 인센티브였다. 발명활동을 최대한 장려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 외에 비금전

적 보상책 또한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일본의 경우 직무발명보상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7년을 기준

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AI, 사물인터넷 등에서의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

에서 우수 인재의 발명활동 의욕을 고양하고 있다. 특히 미쯔비시전기는 발명등급이

높은 직원에게는 보상의 상한을 두지 않고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최근에는 특

허 출원 등록 시의 보상금을 현행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10만앤을 증액 하였다. 최

고보상금 상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발명의욕을 최대한 끌어내어 기술개발에

활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일본이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점을 되새겨 본다면 충

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한전과 비슷한 조직인 일본 시코쿠전력(四國電力)의 사례를 살펴보면 직무발명의 사

내자기실시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내 발명 보상의 경우 보

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상금의 산정의 경우 금액에 대하여 결정

된 산정방식은 없고 그 때마다 협의 후 결정하여 명에 등급을 따로 정하여 지급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실시료 수입을 발명자에게 배분할 때 1천만엔 이하는 30%, 1천

만엔-1억엔 이하는 15%, 1억엔 초과는 5% 지급하되 보상금 상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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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일본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사례>11)

회사명 최고보상금액 최고보상금지급기준 및 보상내용 

히다치제작소 상한없음 로열티 수입이나 특허의 실시상황에 따름 특허의 유효기간까지 지급 

마쯔시타 상한없음 로열티 수입이나 특허의 실시상황에 따름 특허의 유효기간까지 지급

NEC 상한없음 로열티 수입에 따름 사내이용의 경우는 연간 최고 200만엔 

후지통신 상한없음 특허의 실시상황에 따라 1회 지급 제도개정 고려 중 

오키나와 전기 상한없음 1억 엔을 초과하는 로열티 수입의 경우 그의 0.5% 수입이 계속되는 한 지급원칙 

TDK 상한없음 로열티 수입의 5% 

에이자이 상한없음 신약발매 후 5년분의 누계 매상고의 0.05% 

일본 빅터 연 1억엔 특허료수입의 1% 상당 복수특허, 복수발명자의 경우는 균등배분 

오므론 1억엔 연매상 2000억 엔 이상의 사업을 개발한 경우 보상실시 

미쯔비시 6000만엔 발매 후 5년간 최대연매상이 1000억 엔 이상이 된 경우 개발팀에게 보상 

다이이치제약 5000만엔 연매상 100억 엔 이상의 신약을 개발한 사람에게 연간 1000만 엔, 최장 5년 지급 

소니 2000만엔 충분한 개발에 대해서 연간 최고 200만 엔을 최장 10년간 지급 

미쯔이전기 연 1500만엔 특허에 의한 로열티 수입에 따라서 연구자 1인당 최고액 

토시바 연 1000만엔 특허에 의한 로열티 수입에 따라서 특허 1건당 최고액 

산요전기 연 1000만엔 개발특허에 의한 로열티 수입에 따라서 특허 1건당 최고액 

NTT 데이터 1000만엔 사용 실적 등을 감안한 충분한 특허 발명자에 대해서 지급 

아사히 합성 1000만엔 특허의 실시에 의한 일정 이익공헌이 있는 경우 

혼다 약 50만엔 특허의 실시에 따름 현재 개정 검토 중 

11) 출처: 週刊東洋經濟 (2004) 한국경제 2006년 8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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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한전의 산업재산권 현황

현재 한전 특허경영플랫폼에는 80년대부터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명 신고된

데이터 11,363건이 DB화 되어 있다. 모든 직무발명 신고건은 ‘출원심의회’를 거쳐

점수와 등급을 매기게 된다. 각 발명 건에 대한 점수는 특허성점수, 기술성점수, 시

장성점수로 나뉘며 합산된 점수에 따라 S,A,B,C,D 5단계의 등급을 받게 된다.

<표14. 한전의 특허관리등급>

등급 점 수 의  미

S급 91~100점 특허성, 기술성, 시장성이 매우 우수한 발명으로 국내외에서 권리확보가 요구되는 발명

A급 81~90점 특허성, 기술성, 시장성이 우수한 발명으로 국내외에서 권리확보가 요구되는 발명

B급 71~80점 특허성, 기술성, 시장성이 있고 국내에 권리확보가 요구되는 발명 

C급 51~70점 특허성, 기술성, 시장성이 낮아 권리확보 필요성이 없는 발명

D급 50점 이하 특허성, 기술성, 시장성이 매우 낮아 권리확보 필요성이 없는 발명

출원심의 결과 B급 이상의 경우 ‘채택’하여 회사가 해당 발명을 ‘승계’한다. C급 이하

의 경우는 ‘불채택’하게 되고 회사가 승계하지 않는 대신 발명의 처분권리는 종업원에

게 돌려줘 개인차원의 출원과 등록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B급의 경우는 ‘출원’

을 진행하게 되고 A급의 경우는 ‘등록’까지 추진하게 되며 S급의 경우는 해외출원심

의에 상정시켜 권리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현재 한전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은 다음

과 같다.

<표15. 한전의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항     목 출  원(건) 등  록(건) 합  계(건)

특      허 1,623 2,028 3,651

실 용 신 안 44 88 132

디  자  인 1 68 69

상       표 35 177 212

합      계 1,703 2,361 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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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한전의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산업재산권은 크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고 한전의 경우 전체 재산

권 4,064건 중에 89.8%에 해당하는 3,651건이 특허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한전은 특허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

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용신안 보유 건이 대단히 낮은 이유는 차후 분석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산업재산권중 기술별 출원건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6. 한전의 기술별 출원 현황>

항     목 발전 원자력 배전 송전 변전 통신 토목건축 화학환경 합계

특      허 387 5 456 288 136 112 103 136 1,623

실 용 신 안 - - 28 3 8 3 2 - 44

디  자  인 - - - 1 - - - - 1

상       표 35 35

합      계 422 5 484 292 144 115 105 13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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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한전의 기술별 출원 현황>

기술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배전분야가 가장 많았고, 발전, 송전, 변전, 화학환경,

통신, 토목건축 순으로 나타났다. 배전분야가 제일 많은 이유는 전국적으로 사업소가

가장 많고 또한 소속된 직원도 많아 창출해내는 발명건수도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발전분야는 자회사화 되어 별도의 회사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한전 전력연구원에서는

발전연구소 조직은 그대로 유지 중이어서 주로 연구원이 생산해낸 발명이라고 판단된

다. 또한 화학환경분야의 경우에도 청정화력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

라 이 분야에 연구과제가 많아짐으로서 자연스럽게 출원건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산권중 기술별 등록건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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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한전의 기술별 등록 현황>

항     목 발전 원자력 배전 송전 변전 통신 토목건축 화학환경 합계

특      허 571 33 520 237 143 167 204 153 2,028

실 용 신 안 3 2 56 11 5 4 5 2 88

디  자  인 1 - 35 27 2 2 1 - 68

상       표 177 177

합      계 752 35 611 275 150 173 210 155 2,361

<그림4 .한전의 기술별 등록 현황>

등록건수를 살펴보면, 발전분야가 가장 많았고 배전, 송전, 토목건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건수로는 발전분야가 가장 많은데 앞서 밝힌바와 같이 발전분야는 전

력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통해 특허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분야에 비해

기술의 진보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되어 출원이후 특허 등록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의 해외 산업재산권중 국가별 출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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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한전 특허의 해외 출원·등록 현황>

항목 PCT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기타 합계

출원 151 61 7 12 13 12 256

등록 87 32 30 18 20 187 374

합계 238 93 37 30 33 199 630

<그림5 .한전 특허의 해외 출원·등록 현황>

한전의 해외 산업재산권의 특징은 주로 PCT출원이 대다수라는 점이다. 해외출원의

경우‘개별국 출원’과 ‘PCT 출원’이 있는데 개별국 출원은 출원이 필요한 지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으로 해당국가에 특허쓰임이 명확할 경우 추진한다. 반면 PCT출원은

PCT조약에 가입된 회원국(46개국)에 국제출원일을 전체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대상국가가 다수인경우나 기술동향을 지켜봐야할 경우에 추진된다. PCT를 제외한 개

별국가 출원·등록건을 보면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기타 국

가로는 중동, 대만 등 주로 해외사업에 필요할 경우 전략적 출원인 경우 다수인 것으

로 사료된다.

해외특허 출원 경로는 두가지 루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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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개별국 출원 vs PCT 출원>

■ 개별국 출원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 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

수리관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30개월)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로의 국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PCT 회원국 : 146개국) 

한전의 금전적 보상에는 출원보상 등록보상, 처분보상, 실시보상 등 총 4가지 보상

체계가 있다. 이는 타 기업과 비슷한 체계이다. 단 보상금액과 산정방식은 다르다. 출

원보상은 발명 신고 후 출원 심의를 통과하여 B등급 이상을 획득하였을 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1회성 보상금이다. 등록보상은 출원 후 특허청에 심사청구를 하여 출원

건이 최종 등록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금액으로 동일하게 1회성 보상금이다. 출원과

등록보상은 기술이 권리화가 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으로 볼 수 있다. 처분보상은

출원 및 등록된 산업재산권이 제3자에가 기술이전이되어 라이선스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이다. 기술이전이 될 때 라이선시에게 실시권을 부여

할 때 기술사용금액으로서‘기술료’를 책정하여 계약하게 된다. 이 기술료가 발명자에

게 지급하는 보상액의 산정 근거로서 이용되게 되고 처분보상은 기술이전계약 규모에

따라 매우 큰 보상금액이 수반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기업의 경우 보

상액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기업이 많은 반면 한전의 경우는 상한금액이 총 3

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실시보상은 특허권자 자신이 직접실시할 경우에 발생하는

재무상의 이득액에 기반한 발명자 보상액이다. 이또한 상한액이 설정되어있어 총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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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금지조항이 있다. 한전의 보상금 지급기준과 산출방식, 그리고

최근 4년간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20. 한전의 출원 및 등록보상금 기준>

구 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출 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등 록 50만원 30만원 20만원

<표21. 한전의 처분 및 실시보상금 기준>

구 분 산출방식

수익금 1천만원 이하 수익금의 50/100

수익금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00만원+(수익금-1천만원)×40/100

수익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100만원+(수익금-5천만원)×30/100

수익금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3,600만원+(수익금-1억원)×20/100

수익금 2억원 초과 5,600만원+(수익금-2억원)×10/100

<표22. 한전의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 규모>
                                                                      (단위 : 천원) 

연 도 출원보상 등록보상 처분보상 계

2012년 31,157 214,749 729,744 975,650

2013년 7,618 50,072 119,892 177,582

2014년 14,712 31,879 259,501 306,092

2015년 19,789 33,015 371,154 423,958

2016년 25,386 44,988 399,294 46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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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연도별 보상금 지급액 변화>

최근 5년간의 보상금 지급 변화 추이를 보면 2012년에 975,650천원을 기록하였다가

2013년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후 점차 완만한 상승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469,668천

원의 금액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다. 직무발명 보상금 상위 지급 직원을 살펴보면 연

간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약 30,000천원선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보상금액으로서 금전적 보상만으로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기엔 한계가

있는 금액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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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직무발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명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 무엇인지 그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설문을 통해 한전직원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여 크게 5가지 변인이 특허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연구 성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주로 많이 보는 방식

은 양과 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상정하는 직무발명은 주로 특허권, 실용

신안, 산업디자인, 상표권 등이 산업재산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로 선정

한 ‘특허의 질’을 다시 말하면 권리강도(intensity of right)로 풀이될 수 있다. 권리

강도는 두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적극적인 관점과 소극적인 관점이 그것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의 권리강도는 침해자를 공격할 때의 공격력이다. 대체로 많은 특

허 관계자들은 이 공격력만을 보고 특허의 강약을 구분한다. 이 공격력은 특허가 커

버하고 있는 권리범위가 얼마나 넓은가에 달려있다. 넓은 권리는 해당 발명의 핵심적

기술적 사상을 잘 포괄하여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기술의 영역이 넓은 것이다. 소극

적인 관점에서의 권리강도 침해자의 무효 공격에 대한 저항력 즉 방어력이다. 방어력

이 약하면 특허는 무효로 되거나 권리범위가 좁게 제한되게 된다. 특허 무효심판에서

의 비교적 높은 무효율을 고려하면, 이 방어력이야말로 공격력 이전에 가장 기초적으

로 갖추고 있어야 할 특허의 필수적인 기초 체력에 해당한다.(허성원, 2017) 따라서

재산권으로서의 가치는 특허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안정적 권리행사권과 발명자의 권리보장권을 모두 만족

하기위해서는 정당한 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모델수립이 필요하다. 금전적 보상에 대

해서는 발명진흥법으로서 규정되어 있으나 비금전적 보상에 대한 표준안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허청에서 발간한‘기업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따르면 연구원이 선

호하는 비금전적 보상의 형태로서 Fellow제 시스템, 개인별 경력(인사)관리, 자유과제

수행기회 부여, Visiting scholar 제도, 안식년제도, 학위과정 지원, Post Doc.지원,

희망직무선택권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특허청 2011) 또한 미국과 EU의

사례로서 비금전적 인센티브의 형태로서 표창, 사내공표, 인사고과, 포상휴가 등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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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확인되었으나 크게 분류하면 개인의 인사와 관련된 인사보상과 1회성 보상인 포상보

상으로 압축할 수 있다. 따라서 비금전적 보상의 변수로서 인사와 포상을 선정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발명보상 규정의 종업원 공개 또한 중요한 요소로 확인

되었다. 특히 일본의 사례연구를 통해 발명보상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기업 내 전 직

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이고 강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발명보상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종업원의 협의를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발명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보상절차의 이해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이 개인의 업무 분야에서의 노력과 경험으로 발현된 발명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직무 경험은 근속년수와 관련된 일종의 숙련도로 설명할 수 있

다. 그리고 간부직급으로 갈수록 업무의 장악 능력과 포괄적인 업무 이해도가 상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직군과 기술직군이 사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명에 적합한

직군이라고 판단되어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발명의 완성은 회사와 종업원의 공동의 노력으로 탄생되고 이것에 대한 보상은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상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본연구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아래의 <그림7>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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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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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선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발명활동으로 얻어지는 직무발명들의 우수성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한전 특허경영플랫폼에 등록된 모든 발명 건은 내부 심의기구인 ‘출원심의회’를 거

쳐 점수와 등급을 매기게 된다. 밝힌바와 같이 각 발명 건에 대한 점수는 특허성점

수, 기술성점수, 시장성점수로 나뉘며 합산된 점수에 따라 S, A, B, C, D 5단계의

등급을 받게 된다. 특허성점수는 특허출원 전 해당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신

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유사한 선행기술로부터의 독립정도

를 평가한 점수이다. 재산권으로서의 권리의 강도를 점수화 한 것이다. 기술성점수

는 직무발명의 기술적 완성 정도를 점수화한다. 기술성점수란 한전 기술기준의 이해

를 바탕으로 발명기술의 완성정도, 기술의 속성, 기술동향과의 부합성, 기술의 수명

주기상의 위치를 점수화 한 것이다. 특허를 유지 관리함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다. 시장성점수는 현재 발명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산업적 파급효과, 시장의

성장성, 기술수요 가능성, 시장진입 용이성 등을 점수화 한 것이다. 시장성 점수가

우수하다는 의미는 시장 수용성이 뛰어나 우선적으로 권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현재 한전 특허경영플랫폼에는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신고 된 11,363개의

직무발명건들이 DB화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의 7개년 데이터 4,232건의 발명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18년 5월 실시한 설문 응답자중 발명을 경험한 사람은 총 414명으로 이들이 창출

한 ‘특허의 질’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변

수인 개인의 ‘특허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발명’베이스의 DB로부터 ‘발명자’베이스

로의 데이터 가공을 실시하였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수의 발명을 하였을 경우 이

들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여 한 발명자의 평균 특허의 질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이

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2018년 5월에 실시한 설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특허 창출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금전보상 선호 여부, 포상보상 선호 여부, 높은 수준

보상선호 여부, 보상절차 이해 정도, 발명역량 정도 등 8개 변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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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금전보상 선호

보상의 형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대다수의 기업이 금전 인센티브를

특허 보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밝힌바와 같이 독점공기업에서

는 특허 자체의 독점성에 대한 측정이 어려워 금전보상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

서 사람에 따라 구조적 한계가 있는 금전보상 외에 비금전적 보상을 선호하는 사람

도 있을 것이므로 금전보상 선호 여부를 첫 번째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측정은

‘발명의욕 고취 방안으로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중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측정하였다.

2-2. 인사보상 선호

비금전적 보상의 형태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표창장수여, 인사고과반영, 포상

휴가, 해외연수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에 따라 표창장이나 고과에 반영 등 본인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승진 가점 기대를 원하는 사람이 있

을 수도 있는 반면 포상휴가나 해외연수 등 비록 일회성 보상이지만 상대적으로 손

쉽게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보상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므로 비

금전 보상 중에서도 특히 인사보상 선호 여부를 두 번째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측

정은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을 금전, 표창, 인사고과, 해외연수,

포상휴가 중 3개 고르시오’에 대한 대답으로 측정하였다.

2-3. 높은보상 선호

특허에 대한 발명자 보상으로서 대표적인 4가지 보상이 있다. 출원보상, 등록보

상, 처분보상, 실시보상이 그것이다. 이중 출원보상과 등록보상은 특허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특허가 제품화 내지는 공법화 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이다.

반면 처분보상과 실시보상은 특허가 현실화 되어 사업화가 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보

상으로 이 두 그룹의 보상 성격은 서로 다르다. 발명자 개인 보상에 대한 욕구가 특

허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보상보다 조직의 충성과 봉사를 위해

발명에 몰두할 수도 있으므로 높은보상 선호 여부를 세 번째 독립변수로 선정하였

다. 측정은 ‘현행 출원·등록 보상금의 수준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와 ‘현행 처분·실

시 보상금의 수준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측정하였다.

2-4 보상운영절차 이해 정도

직무발명과 기술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은 한국전력공사 사규로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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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각종 보상의 형태와 보상액의 계산, 그리고 보상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

나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절차는‘업무처리절차’로 분류되어 특허부나 관련 처실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 접근의 한계가 발명자의 발명의 완성에 있어 전체적

인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는지 판단하기위해 네 번째 독립변수로 선정하

였다. 측정은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표시하기기 바랍니다.’

에 대한 대답으로 측정하였다.

2-5 개인발명역량 정도

직무발명 창출에 도움을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개인의 근속년수, 높은직위, 연

구에 적합한 직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일련의 변인이 특허의 질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다섯 번째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측정은 설문 시 기입하게

되는 사번, 소속사업소, 직위, 직군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표23>과 같이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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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측정방법

독립

변수

금전보상 선호 설문지 (선호도 조사, 명목척도)

인사보상 선호 설문지 (선호도 조사, 명목척도)

출원등록보상 

적정도
설문지 (선호도 조사, 리커드 5점 척도)

처분실시보상 

적정도
설문지 (선호도 조사, 리커드 5점 척도)

보상절차 이해도 설문지 (선호도 조사, 리커드 5점 척도)

근속년수 설문지 (발명자 기본정보, 명목척도)

직위 설문지 (발명자 기본정보, 명목척도)

연구군 설문지 (발명자 기본정보, 명목척도)

종속

변수
특허의 질

한전 특허경영플랫폼내 등록된 발명건 중 2010

년~2016년에 신고된 4,232건중 설문응답자 2,730명

의 발명건들을 추출하여 이들 발명의 특허 점수를 

평균점수화 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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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설문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은 한국전력공사 특허부가 자체 실시한 직무발명보상제도 설문지와

설문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설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4. 설문의 구성>

문 항 설 문

기본

정보

소속 사업소 본사, 사업소, 연구원

직위(직급) 1(갑)∼2, 3, 4∼6, 기타

직군 연구, 기술, 사무

보상

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겠다 ∼ 

잘 알고 있다

보상제도가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를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겠다 ∼ 

잘 알고 있다

현행 출원·등록 보상금의 수준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현행 처분·실시 보상금의 수준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제도

개선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보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발명의욕 고취 방안으로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 중 효

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전, 비금전

발명의욕고취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 3개를 고르시오
금전, 표창, 인사고과, 

해외연수, 포상휴가

특허사업화시 회사의 공헌과 종업원의 공헌 비율을 어떻게 보

는 것이 좋습니까?
회사 : 종업원

경영

환경

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변경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과세 후 보상금액이 축소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총액인건비로 계상됨에 따라 인건비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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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가설과 분석모형

  1. 연구가설

경쟁 구조 하에 있는 일반 기업의 경우 종업원 발명보상으로 금전적 보상에 비중

을 두는 반면 공기업의 경우는 독점구조다 보니 금전적 보상보다 비금전적 보상이 보

다 중요시 되는 등 인센티브 구조를 다양화해야 한다. 따라서 전 종사자에게 공히 적

용되는 획일화된 보상기준보다 각 계층에 맞는 보상기준을 다양화하여 수립하는 것이

공기업 기술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연구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가설1. 금전적 보상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가설2. 인사 보상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가설3. 높은 보상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가설3-1. 특허출원등록보상이 적정하다고 보는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가설3-2. 처분실시보상이 적정하다고 보는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가설4. 보상절차 이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가설5. 발명역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가설5-1. 근속연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가설5-2. 간부직급의 사람이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가설5-2. 연구, 기술직군의 사람이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2. 분석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특허창출의 유인수단, 보상정도, 절차이해도, 근속년수, 직급, 직

군 등이 발명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조직일체화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직무 및 조직성과가 발명의 평가점수에 어떠한 유의적인 의미가 있

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다중회귀모형은 그림8과 같이 정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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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림8. 다중회귀모형>

Y i= α + β lX 1+ β 2 X 2+ β 3 X 3+ β 4 X 4+ β 5X 5

   <종속변수>

   Y1 = 특허의 질

   <독립변수>

   X1 = 금전보상, X2 = 인사보상, X3 = 보상수준, X4 = 보상절차이해, X5 = 발명역량

제 5 절  연구방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된 통계분석도구는 STATA 통계패키지 프로

그램이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응답자들

에 대한 인구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 간의 관련성 정도 및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과 가설 검증을 위하여

사용한 분석방법을 아래와 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25. 분석방법>

분석내용 분석방법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기술 통

계량
빈도분석

변수의 통계량 빈도분석

변수간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

연구가설 검증 다중회귀분석



- 40 -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표본의 일반적 특징

   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기술통계량

본 연구를 위한 통계적 자료의 분석은 2018년 5월에 실시한 직무발명보상제도조

사 설문에서 응답한 2,730명 표본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료

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사항은 금전/비금전 선호, 특허출원등록보상

/처분실시보상 적정정도, 포상/인사 선호, 직무발명보상절차 이해정도, 근속년수, 간

부/비간부 그룹, 연구기술/사무 그룹, 회사공헌정도로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응답자 2,730명 중에서 비금전적 보상을 선호하는 사람은 546명으로 20%,

금전적 보상을 선호하는 사람은 2,184명으로 80%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표본에서

는 금전적 보상을 선호하는 사람이 60%p 높음을 알 수 있다. 발명활동의 장려를 위

해 발명의 실적마다 금전적인 보상만을 실시한다면 예산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수량 위주의 저급한 특허를 양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금전적인 보상만

을 실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발명의 질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금전보상과 비금전보

상을 적절히 병행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26. 보상선호도>

보상선호 Freq. Perc. Cum.

비금전 546 20 20

금전 2,184 80 100

Total 2,730 100 　

둘째, 응답자 2,730명 중에서 비금전적 보상중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선호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2,730명 중 36.7%인 1,002명이 포상형태의 보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은 일종의 1회성 보상으로 해외연수나 포상휴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63.3%인 1,728명은 인사 인센티브를 선호하였는데 근무기간 동안 장

기간동안 효력을 발휘하는 고과반영이나 표창장 수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고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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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수여는 향후 승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표27. 비금전선호도>

비금전선호 Freq. Perc. Cum.

포상 1,002 36.7 36.7

인사 1,728 63.3 100

Total 2,730 100 　

셋째, 특허출원등록보상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낮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42명으로 19.85%, ‘낮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14명으로 29.82%, ‘보통’이라고 응

답한 사람이 1,130으로 41.39%,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76명으로 6.45%, ‘매우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8명으로 2.49%로 나타났다.

<표28. 출원등록보상적정도>

출원등록
보상적정도

Freq. Perc. Cum.

매우낮음 542 19.85 19.85

낮음 814 29.82 49.67

보통 1,130 41.39 91.06

높음 176 6.45 97.51

매우높음 68 2.49 100

Total 2,730 100 　

   넷째, 응답자 2,730명 중에서 처분실시보상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낮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524명으로 19.195%, ‘낮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82명으로

28.64%,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164으로 42.64%,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80명으로 6.59%, ‘매우높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0명으로 2.93%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인원의 90%이상이 보통 또는 낮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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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9. 처분실시보상적정도>

처분실시보
상적정도

Freq. Perc. Cum.

매우낮음 524 19.19 19.19

낮음 782 28.64 47.84

보통 1164 42.64 90.48

높음 180 6.59 97.07

매우높음 80 2.93 100

Total 2,730 100

다섯째, 응답자 2,730명중에서 직무발명보상절차 이해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580명으로 21.25%로 나타났고,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

이 708명으로 25.93%로 나타났고, 보통정도 안다다는 응답자는 827명으로 30.29%

로 나타났고,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415명으로 15.2%, 아주 잘 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0명으로 7.33%로 나타났다.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은 한국전력공사 사규

기술개발규정으로 공포되어 있어 보상의 형태와 금전보상의 계산, 그리고 보상의 종

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절차는 ‘업무처리절차’로 분류되어

특허부나 관련 처실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 접근의 한계가 종업원으로

하여 금 보상절차 이해도를 떨어트리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30. 보상절차이해도>

보상절차
이해도

Freq. Perc. Cum.

전혀모른다 580 21.25 21.25

알지못한다 708 25.93 47.18

보통 827 30.29 77.47

알고있다 415 15.2 92.67

아주잘안다 200 7.33 100

Total 2,7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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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응답자 2,730명 중에서 3직급이상 간부그룹이 828명으로 30.33%로 나타났

고, 4직급이하 비간부그룹이 1,902명으로 69.67%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는 2017

년을 기준으로 4,834명의 간부와 16,363명의 비간부 인원으로 정원을 구성한다. 설

문에 응답한 사람 중 간부와 비간부의 비중은 정원구성의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표31. 직위정도>

직위 Freq. Perc. Cum.

간부 828 30.33 30.36

비간부 1,902 69.67 100

Total 2,730 100 　

일곱째, 응답자 2,730명 중에서 기술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룹인 연구기술

그룹이 2,185명으로 80.01%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은 사무그룹이 546명으로

19.99%로 나타났다. 전력연구원과 본사 연구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직군과 전 사업

소와 본사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기술직군은 기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 발명 등의

특허활동에 훨씬 더 적합한 인원이다. 사무직군의 경우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아이디어 차원의 발명을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연구와 기술직군이

본 설문에 관심도가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표32. 연구가능직군>

연구군 Freq. Perc. Cum.

연구기술 2,185 80.01 80.01

사무 545 19.99 100

Total 2,730 100 　

여덟째, 응답자 2,730명중 어떤 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했을 때, 회사의 공헌 비율

을 묻는 질문에서 0%라고 답한 사람이 43명으로 1.58%로 나타났고, 10%라고 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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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103명으로 3.77%로 나타났고, 20%라고 답한 사람이 169명으로 6.19%로 나

타났고, 30%라고 답한 사람이 499명으로 18.28%로 나타났고, 40%라고 답한 사람

이 316명으로 11.58%로 나타났고, 50%라고 답한 사람이 1,141명으로 41.79%로 가

장 많았으며, 60%라고 답한 사람이 195명으로 7.14%로 나타났고, 70%라고 답한

사람이 162명으로 5.93%로 나타났고, 80%라고 답한 사람이 63명으로 2.31%로 나

타났고, 90%라고 답한 사람이 21명으로 0.77%로 나타났고, 100%라고 답한 사람이

18명으로 0.66%로 나타났다. 30%~50%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인원의 60%를 차

지하였다. 이는 발명의 완성과 활용에 있어 개인의 역량이 회사의 역할 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점은 이러한 응답자의 인

식과 다르게 발명진흥법과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회사에 신고를 하도

록 하고 이를 승계하도록 하는 예약승계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특허의 권리는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의 인프라와 R&D비용투입 등의 지원이 없는

강한특허 창출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에서 인식의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표33. 회사공헌정도 인식도>

회사공헌
인식도

Freq. Perc. Cum.

0% 43 1.58 1.58

10% 103 3.77 5.35

20% 169 6.19 11.54

30% 499 18.28 29.82

40% 316 11.58 41.39

50% 1,141 41.79 83.19

60% 195 7.14 90.33

70% 162 5.93 96.26

80% 63 2.31 98.57

90% 21 0.77 99.34

100% 18 0.66 100

Total 2,7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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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두 변수간의 관계

직무발명보상제도조사 설문에서 응답한 2,730명중 발명 이력이 있는 사람414명에

대하여 특허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특허의 질을 분석하였다. 특허의 질 변수와의 상

관관계 사항은 금전/비금전 선호, 포상/인사 선호, 특허출원등록보상/처분실시보상

적정정도, 직무발명보상절차 이해정도, 근속년수, 간부/비간부 그룹, 연구기술/사무

그룹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1>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응답자의 전체 특허의 질은 63.8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전 특허등급으로

환산하면 C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서 S등급(100점~91점), A등급(90점~81점), B등급

(80점~71점), C등급(70점~51점), D등급(50점 이하)중 중간 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이

다.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사람의 특허의 질 점수는 총 64.04점으로 비금전을 선호하는

사람의 특허의 질 점수 63.07에 비해 0.07점 앞선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상종류 선

호도에 관계없이 특허의 질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34. 보상선호와 특허의 질과의 관계>

보상선호 특허의 질

비금전 63.07

금전 64.04

평균 63.82

둘째, 비금전보상의 종류에 따른 특허의 질 변화는 크게 없으나 포상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특허의 질은 65.29점, 인사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63.17점으로 근소하게 포

상 선호층이 특허의 질이 좋았다. 단순 설문조사 참여자의 선호도와는 다르게 실제

로 발명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포상형태의 보상을 받길 원하는 층의 발명의

질이 좋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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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5. 비금전선호와 특허의 질과의 관계>

비금전선호 특허의 질

포상 65.29

인사 63.17

평균 63.82

셋째, 출원등록보상 적정도와 처분실시보상 적정도를 살펴보면 둘다 비슷한 양상

으로 특허의 질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보상의 정도가 낮다고 인식

할수록 특허의 질이 좋아졌다는 점이다. 보상의 수준이 낮다고 인식 할수록 발명 활

동에 있어서는 적정수준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발명 노력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의 결과가 높은 등급의 특허 창출로 귀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36. 출원등록보상 적정도와 특허의 질과의 관계>

출원등록보상

적정도
특허의 질

매우낮음 65.54

낮음 65.22

보통 62.19

높음 61.38

매우높음 62.27

평균 63.82

넷째, 보상운영절차를 이해도관련으로는 절차이해도가 높을수록 발명의 질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발명의 등급에 대한 이해와 보상금 산정방식, 공동 특허의

경우 지분율 산정요령, 산재권 종류의 숙지가 발명의 완성에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실용신안이 적합한 발명에 특허의 기준을 적용하던가 또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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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경우를 적용한다면 심사 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출원 자체를 하

지 못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37. 처분실시보상 적정도와 특허의 질과의 관계>

처분실시보상

적정도
특허의 질

매우낮음 65.54

낮음 65.22

보통 62.19

높음 61.38

매우높음 62.27

평균 63.82

다섯째, 근속년수와 특허의 질과의 관계이다. 흥미로운 점은 입사 후 8년까지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특허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발명과 특

허의 창출은 배경지식과 높은 숙련도에서 오는 경험치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

요한 요소는 바로 창의력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의 경우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

이 왕성할 수 있고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 조직차원에서 기술혁신이나 창의활동을

적극적으로 요구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점이 특허의 질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9. 근속년수와 특허의 질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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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특허의 질

1 88

2 68.67

4 80.33

5 64.17

6 61

7 79

8 75.4

9 61.22

10 62

11 64.76

12 66.32

13 59.89

14 63.90

15 62.61

16 68.21

17 67.5

18 55.75

19 64.27

20 67.11

21 60.93

22 58.17

23 75.33

24 51

25 53

26 64

27 62

28 70.5

29 63.5

30 18

평균 63.82

여섯째, 직위에 따른 특허의 질을 살펴 보았다. 3직급 이상 간부층에서 66.91점을

4직급이하 비간부층에서 57.08점을 기록하였다. 앞서 근속년수의 높음이 특허의

질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순히 조사결과를 바라봤을 때는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간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속년수가 특허의 질에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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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쳐야 할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점은 개인의

직무기간중에 일종의 승진 장벽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실제로 다수의 공기업은

간부의 승진에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는 초급간부

임용고시로 간부를 선발하고 있고 이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간부층으로

진입하지 못한다. 또한 시험의 과정에서 각 직군(직열)에 모든 표준절차서와

설계기준, 각종 표준규정, 기자재 시방서 등 방대한양의 자료를 섭렵해야 합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험 응시의 과정이 직원의 기술역량에 크게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38. 보상절차 이해도와 특허의 질과의 관계>

보상운영절차

이해도
특허의 질

전혀모른다 60.38

알지못한다 62.39

보통 61.37

알고있다 66.95

아주잘안다 66.16

평균 63.82

일곱째, 연구과제 수행가능군인 연구/기술직군과 사무직군과의 비교인데 실제 발

명의 과정에서는 이 두 그룹 간의 특허의 질은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되었다.

<표39. 직위와 특허의 질과의 관계>

직위 특허의 질

비간부 57.08

간부 66.91

평균 63.82



- 50 -

      3. 변수의 통계량

각 변수의 통계량은 <표40>와 같다. 출원등록보상적정도, 처분실시보상적정도, 직

무보상절차이해도는 리커드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며 5점은 ‘매우 그렇다’이다. 금전보상, 승진보상, 직위, 연구군은 명목척도이고 근

속연수와 특허의 질은 응답자가운데 발명실적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나타내었다.

변수의 통계량 중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자료의 이상치를 진단해본 결과 평균

값이 극단적인 경우는 없어 오류문항으로 간주하기 어려웠고, 데이터 크리닝에는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40.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통계량>

변수 Obs Mean Std. Dev. Min Max

금전보상 선호 2730 0.811 0.392 0 1

인사보상 선호 2730 0.633 0.482 0 1

출원등록보상적정도 2730 2.419 0.959 1 5

처분실시보상적정도 2730 2.454 0.969 1 5

직무보상절차이해도 2730 2.614 1.186 1 5

근속연수 414 13.700 5.076 1 30

직위 2730 0.303 0.460 0 1

연구군 2730 0.800 0.400 0 1

회사공헌정도인식도 2730 4.426 1.696 0 10

특허의질 414 63.824 18.478 8 92

  4. 상관관계 분석

김현규(2011)는 상관관계분석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변수들 상호간의 변화의 방

향과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한가

를 측정하는 분석기법으로 두 변수간의 일치관계의 방향과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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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을 한 다음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각각의 독립변수가 발명의 질과 회사공헌정도인식도에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41>과 같다.

<표41. 상관관계 분석결과>

금전
보상

승진
보상

출원등록
보상

적정도

처분실시
보상

적정도

직무보상
절차

이해도

근속
연수

직위 연구군
특허의

질

금전
보상

1

인사
보상

-0.1004** 1

출원등록
보상

적정도
-0.1184** -0.012 1

처분실시
보상

적정도
-0.141** -0.003 0.8836** 1

직무보상
절차

이해도
-0.0492** 0.0555** 0.2625** 0.244** 1

근속
연수

-0.0479 -0.0323 -0.0169 0.028 0.1204* 1

직위 -0.0899** 0.0858** -0.0149 -0.0264 0.22** 0.1746** 1

연구군 0.0552* -0.0103 -0.0355 -0.0567* 0.1077** -0.0349 0.0151* 1

특허의
질

0.022 -0.0531* -0.0791 -0.0925 0.1117* -0.0879 0.2473** 0.0138 1

   *p<0.01,   **p<0.05



- 52 -

제 2 절 가설의 검증

1. 독립변수의 영향

특허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9가지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42>와

같다. 특허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사보상, 직무보상절차이해도, 근속연수,

직위 등 4가지였고, 금전보상, 출원등록보상, 처분실시보상, 연구군 등 4가지 요인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포상을 원하는 사람보다 특허의 질이 3.49점 낮았다.

신뢰수준 p<.0039이므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보상절차이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특허의 질이 2.29점

이 높아졌고, 신뢰수준 p<.0039이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특허의 질이 0.507점이 높아졌

고, 신뢰수준 p<.002이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특허의 질이 8.389점 높아졌고, 신뢰수준

p<.002이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특허의 질이 0.51점 낮아

졌으나 신뢰수준 p>.793이므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출원등록보상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특허의 질

이 2.42점 낮아졌으나 신뢰수준 p>.107으로 10%수준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었

다.

처분실시보상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특허의 질

이 0.0288점 높아졌으나 p>.849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기술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직과 기술직이 사무직에 비해 특허의 질이

5.15점 높았으나 p>.0.347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4. 보상절차 이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가설5-1. 근속연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가설5-2. 간부

직급의 사람이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가설5-3. 연구, 기술직군의 사람이 특허

의 질이 좋을 것이다」.는 지지되었고 「가설1. 금전적 보상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가설2. 승진 보상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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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을 것이다.」, 「가설3. 높은 보상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

다.」는 지지받지 못하였다.

특허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변수의 회귀분석결과를 <표42>와 같

이 정리하였다. 모형1에서 보면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금전보상선호여부와

특허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는 1.735

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인사보상과 보상정도를 통제했을 경우에 0.867로 나타났

고 모형3에서는 직무절차이해도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0.821로 나타났다. 이후 근속

연수를 통제한 모형4와 직위를 통제한 모형5로 갈수록 0.575에서 0.511로 계속 떨

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금전보상은 여러 가지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

되며 통제를 할수록 회귀계수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금전보상과 특허의 질과의 관계

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출원등록보상적정도와 처분실시보

상적정도 또한 통제를 할수록 회귀계수가 체계적이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인사보상, 직무보상절차이해도, 근속연수 등은 단계적 통제를 통한 풀모델

(Full-model)로 가더라도 회귀계수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모형안에서 이 세가

지 변수들은 모두 체계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모형

의 설명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우선순위 분석 

특허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우선순위 분석을 단순히 절대적인 수치로 해석한

다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독립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바람직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표준화계수를 이용하여 검토하였

다. 표준화계수는 측정단위의 상이성에 따른 비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특허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면 채택된 4가지 품질요인

들은 직위 > 근속년수 > 보상절차 이해도 > 인사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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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특허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특허의 질
(Quality)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5 Beta

금전보상

1.735 0.867 0.821 0.575 0.511

.0127103

(0.88) (0.43) (0.41) (0.29) (0.26)

인사보상

-3.061 -2.908 -2.971 -3.497

-.0995836

(1.74) (1.67) (1.72) (2.07)*

출원등록보상

적정도

-1.350 -1.886 -2.222 -2.424

-.1422336

(0.87) (1.22) (1.44) (1.62)

처분실시보상

적정도

0.246 0.197 0.476 0.288

.0165687

(0.16) (0.13) (0.31) (0.19)

직무보상절차

이해도

2.284 2.511 2.291

.1523337

(3.04)** (3.33)** (3.11)**

근속연수

-0.385 -0.508

-.1529772

(2.36)* (3.16)**

직위

8.389

.2313298

(4.78)**

연구군

-5.152

-.0446371

(0.94)

절편

59.736 64.945 58.549 63.413 61.500

(34.36)** (19.94)** (15.21)** (14.59)** (14.40)**

R-squared 0.00 0.01 0.03 0.05 0.01

N 414 414 414 414 414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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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공기업 특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업원의 발명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요인들의 실증 분석을 위하여 한

국의 대표적인 기술 공기업인 한전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2,730명이 질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방식은 비즈메일을 통한 이메일 설문방식

으로 시행하였다. 크게 응답자의 기본정보, 보상제도인식도, 제도개선방향, 경영환경

변화 등 크게 4가지 분류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이 응답자들의 인식과 그들의 창출한

발명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시행을 위하여 11,363건의 직무발명신고 데이터를 추

출하였다. 이중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최근 7년간의 데이터 4,232건을 추려서 이번 연

구에 활용하였다. 개인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식이 특허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의 응답자중 발명활동의 경험자를 추출하였다. 총 414명의

표본을 최종 선정하였고 이들의 발명 평가점수를 개인별로 평균화 하여 설문조사와

매칭 하였다. 이렇게 설문조사한 특허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특허의 질 사이에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와 같다.

연구결과 인사보상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비금전보상의 경우 인사와 관련된 표창이나 고과반영보다 포상휴가

나 해외연수를 선호하는 사람의 특허의 질이 높았다. 승진과 관련된 인사보상의 경우

발명자로 하여금 발명의욕고취의 효과가 적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공기업 조직

의 특성상 개인의 능력과 역량도 중요하지만 학력 및 근속연수의 장단 등에 따라 종

업원의 승진이 결정되는 조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시사하는 점은 승진을

결정하는 요인의 대부분이 다른 분야에 있으므로 인사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발명 활

동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대로 포상휴가나 해외연수 등 실리적 보상을

원한다는 점에서 비금전적 보상 그중에서도 포상휴가,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강

화하는 것이 기술혁신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보상절차 이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 이라는 연구가설은 지지

되었다. 직무발명 보상은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로서 얻은 발명의 이익을 자본과 시설

을 투자한 사용자와 발명을 완성하는데 공헌한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나누고자 함

이 목적이다. 또한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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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발명을 완성하는데 제공한 연구시설, 연구장비, 연구개발비, 연구설비비, 연구자

재비, 연구보조자의 제공, 기술정보, 급여 등의 일체의 인적, 물적 비용 및 당해 직무

발명 성립 후 권리화 및 실시화를 위한 사용자의 공헌한 정도와 종업원 등 이 당해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창조적 노력을 말한다. 즉,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연구개발 행위

를 한 종업원 등 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종업원에게 기술개

발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사용자에게는 개발된 기술을 시장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으

로 사용케 함으로 써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취지와 개념 및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회사로부터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

히 활용한다고 판단된다. 고품질의 발명을 완성하는데 있어 직원 개인차원에서 구현

할 수 없는 고도화된 기술개발은 인적, 물적 지원이 없이는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술에 따라 사업화가 되었을 때 처분실시보상이 개인의 연봉에 버금가는 금액을 지

급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보상금의 규모와 대상 등을 상세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도 특허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업원 개인이 보상절차에 대한 상

세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는 면이 있다. 한전은 공기업 최초로 특허전담부서를 설

치하여 산업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직원들의 특허교육이나 정보공개 등 특허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이러한 전담부서

가 없어 직원이 보상제도 운영정보의 접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보상절차에 대

한 주기적인 교육과 발명의 장려 정책은 고가치 특허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으

로서의 가치 극대화하여 결국 기업가치까지 상승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근속년수가 많을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지지받지 못하였다. 개

인의 근속년수는 숙련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숙련도가 높다는 의미는 기술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의미일 것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발명은 수차례 모방 단계를

거쳐 창출된다고 하면 선행기술의 이해는 발명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

다. 하지만 근속년수는 특허의 질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이 지지받지 못한

이유는 신입직원과 기성직원과의 창의력 차이로 판단된다. 기성직원으로 갈수록 기술

의 이해도나 숙련도가 높은 반면 일상화된 업무의 새로운 측면을 보지 못하고 타성에

젖은 업무 행태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의 경우 참신한 아이디

어 창출이 왕성할 수 있고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 조직차원에서 기술혁신이나 창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요구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점이 특허의 질에 영향을 준 것

으로 판단된다.

직위가 높을수록 특허의 질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 받았다. 다수의 공기업은

간부의 승진에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는 초급간부 임용고시

(승진시험)로 간부를 선발하고 있고 이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간부층으로 진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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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또한 시험의 과정에서 각 직군(직열)에 모든 표준절차서와 설계기준, 각종 표

준규정, 기자재 시방서 등 방대한양의 자료를 섭렵해야 합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

험 응시의 과정이 직원의 기술역량에 크게 작용한다고 풀이된다.

연구, 기술직군과 사무직군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받지 못하였다.

연구직군이나 기술직군이나 사무직군이나 특허의 질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연구, 기

술직군은 상대적으로 High-tech한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일반 사무직의 발명은 업무

와 현장에서 관찰되는 순간의 아이디어로부터 구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도화된 기

술은 아니지만 단순 아이디어이나 여전히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발명은 동일하게 재산

권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사무직의 경우실용신안 출원 보상에 집중하여 가볍고 단순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용적인 아이디어 발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43.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구분 연   구   가   설 연구결과

가설 1 금전적 보상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지지하지

않음

가설 2 인사 보상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지지하지

않음

가설 3 높은 보상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

3-1 출원등록보상을 높이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지지하지

않음

3-2 처분실시보상을 높이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지지하지

않음

가설 4 보상절차 이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지지

가설 5 발명역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

5-1 근속연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지지하지

않음

5-2 간부직급의 사람이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지지

5-3 연구, 기술직군의 사람이 특허의 질이 좋을 것이다.
지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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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단순한 기업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 한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

는 대단히 큰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표적인 수출 국가로서 과학기

술입국으로서의 위상이 국가신용에 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이니 이 같은 기술개발의

파급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삼성, 현대, 기아, LG 등 대표적인 수출주도 기업

들은 전략기술개발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앞 다투어 R&D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

고 과거 후발주자로 인식되었던 중국의 경우도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동원하여 공

격적인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전통적으로 강세영역으로 인식되었던 조선과 철

강 등은 이미 중국에게 상당부분의 시장을 내주게 되었다. 이렇듯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특히 4차 산

업혁명으로 나아가는 현재와 미래에는 기술개발 경쟁이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생

각한다. 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기술의 Tech-tree가 매우 다변화되면서 기술 분

류의 세그먼트는 더욱더 타이트해지며 서로간의 영역이 모호해지고 있다. 삼성과 애

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이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미국 법원은 삼성전

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였고 이와 관련해 모두 5억 3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

결을 내렸다. 이른바 ‘둥근모서리’ 특허에 대한 분쟁이다. 스마트폰 이전의 모바일 통

신기기 시장에서 일류로 꼽히던 기업은 노키아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휴대폰 시장

을 장악하면서 쌓아왔던 기술력과 그의 명성은 회사의 제조부문이 통째로 매각된 지

금도 회자되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키아는 시장 경쟁력을 잃어가게

되었고 급기야는 이동통신 분야 전체를 마이크로 소프트에 매각하여, 이제 더 이상

모바일 통신기기 제조사도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매각에서 노키아는 막대한 가치

의 특허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졌던 수많은 특허들의 10년간의 통상실시

권을 고수하였다. 이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은 당시 노

키아가 보유했던 이동통신기기 관련 특허는 대부분이 표준특허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표준특허란 하나의 기술을 구현하기위해서는 그 특허를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즉, 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실현할 수 없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일컫는다. 통신방식간의

표준을 따르려면 반드시 그 특허를 사용해야하니 그 규격이 유지되는 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향후 10년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회사가 매각된 지금 이순간도 말이다.

제조라인이 없어져도 기술은 유지되고 사용되고 실시된다. 기술은 개발과 동시 특허

로서 보호되고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형성된다. 강한 특허를 가짐으로서 기업의 경

쟁력은 상승한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핵심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으로써 회사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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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점사용권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한 직원에게는 막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발명을 유인하는 정책의 개발은 전 세계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고민하

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사기업의 경우 종업원의 발명으로 인한 기술 독점사용 공헌정도

를 쉽게 산출하여 손쉽게 금전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반면 공기업의 경우는 본 연구

에서 밝힌바와 같이 그렇지 않다. 공기업 직원은 발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불만으로 인해 연구개발의 의욕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독점 공기업은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을 때 특허로서 보호

하지 않아도 타사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할 유인이 부족하다. 또한 동일 사업영역에 경쟁사가 없어 기술이전을 통한 로열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제3자실시 또한 실행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독점

공기업 종업원의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보상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 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고찰하여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공평한 이익조정을 도모하고, 종업원에게

는 발명의 의욕 고취는 물론이고 공기업의 경영활동에서의 조직 역량 감소 및 미래에

발생 가능한 거액의 보상금 청구소송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큰 물결의 편승을 위해서는 사기업 못지않은 공격적인 기술혁신

활동 장력 정책이 필요하다. 한전은 공기업 최초로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특허경

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지 못한 타 공기업들은 특허에 대한 중요성과 가능성

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아쉽다. 공기업의 기술자산은 국가의

자산이다. 공기업의 기술 경쟁력은 곧 국가의 기술경쟁력이다. 경쟁시장 구조 하에 있

는 일반 기업의 경우 종업원 발명의 보상으로 금전적 보상에 비중을 두어 보상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공기업의 경우는 독점구조다 보니 금전적 보상에 한계가 있어 다

양한 비금전적 보상의 개발 등 인센티브 구조를 다양화해야 한다. 따라서 전 종사자

에게 공히 적용되는 획일화된 보상기준보다 각 계층에 맞는 보상기준을 다양화하여

수립하는 것이 공기업 기술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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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공기업 종업원의 기술혁신활동을 장려하는 유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아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직무발명과 관련한 기관 직원들의 태도와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상의 선호를 측정하였으며, 실제 발명품의 질과 관련한

정보는 기관내 행정자료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설문조사만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단일자료원천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발명 행태

의 개인 간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발명자 개인 수준에서의 평균값을 발명역량

(quality)로 측정하였고, 이후 당사자의 인식수준에 대한 설문 결과와 매칭(matching)

함으로써 인식과 행태결과를 연결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발명의 질 즉, 특허의 질과

개인의 역량간의 관계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기위해 발명을 경험한 사람들의 개인인

사평가 결과와 포상이력 자료를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속하는 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어 인사고과 점수와의 상관관계는 연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계량

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행정자료외에 직무발명 보상금 상위 20위 직원을 대상으로 심

층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 명단 또한 공개할 수 없는 개인정보영역에 속해

자료입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입수할 수 있었던 최고지급액 자료는 선행연구로서 참

고하였다. 한전은 전국에 걸쳐 사업장에 산재해 있어 보상금 상위에 랭크된 직원 현

황을 입수하였다 하더라도 방문조사를 시행하기에는 거리상의 물리적 어려움이 있으

리라 생각된다.

한전은 한국의 대표공기업으로서 어떠한 공공기관보다 특허경경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2008년 특허전략 T/F를 시초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절차와

체계가 정비,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특허의 양적 신장만을 목표로 하고 개인의 인센티

브에 대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는 다소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

공조직에서의 회사가 추구하는 특허의 질의 제고노력 종업원이 원하는 보상간의 선행

연구가 없어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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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novation of

employees in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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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bout attracting employees of public corporations to

innovate. More specifically, it is a study of what compensation policy

can be established to maximize the quality of patents for the

promotion of inventions and patent activities among employees of

public organizations. Inventions are completed with the joint efforts

of the company and its employees, and the rewards for them begin

with mutual recognition of each other's contributions. The company

will have exclusive licenses for patents and employees will have the

right to be compensated. Recognition and behavioral results were

connected by matching the recognition survey of the employees who

experienced the invention with corporation administrative data. As a

result, it was required to diversify the form of non-monetary

compensation, enhance th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on the

compensation procedures to employees, and diversify the

compensation system for job positions, years of servi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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