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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영업비밀 귀속 및 공동소유관계 연구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이 영업비밀일 경우 공동연구개발자

들 간에 권리관계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

리관계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영업비밀 공동연구개발 당

사자 간의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규율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확립된

판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동연구개발로 산출된 영업비밀 관련 권

리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핵심 쟁점인, ①당사자 간 영업비밀의 귀속, ②영업비밀 공

동소유관계 발생, ③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의 법적성격, ④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에 따른 사용관계, ⑤입법안을 통한 영업비밀 공동소유

관계 규율 방안을 차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

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

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는 영업비밀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은 ①공공연히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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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으면서(비공지성), ②생산방법 또는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

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경제적 유용성), ③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비

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연구개발이라 함은 복수의 연구주체가 동일한 연구과제의 수

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 자금, 인력, 시설, 기자재, 정보 등을 공동으

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연구개

발은 당사자 쌍방이 연구개발 작업을 공동으로 하여 개발 결과물로

서 발명이나 영업비밀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연구개발의 성과를

획득하기 위한 작업은 일방이 타방에게 의뢰하고 타방만이 연구개

발 작업을 하는 위탁연구개발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공동연구개발이 진행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또한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의 교환이 일어난다.

따라서 공동연구개발이 개시된 이후에는 각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

던 정보인지 상대로부터 수령한 것인지 공동연구개발로부터 파생한

정보인지 구별이 곤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공동연구개발로 산출

된 정보의 귀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그 영업비밀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에 속하며,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해둔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르게 될 것이다.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영업비밀 관련 법제에서 영업비밀의

귀속주체나 공동소유관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

으므로, 문제되는 영업비밀이 기술적 성격을 가진다면 특허법 및 발

명진흥법상 관련 규정을, 기술적 성격을 가진 자료 이외에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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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을 유추적용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 당사자 사이에

당해 발명을 영업비밀로 유지하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존재하여

그 합의의 효력에 기하여 일방이 다른 주체를 상대로 협력을 소구

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영업비밀 중 발명 유사의 기술적 성격을

가진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다수 당사자가 해당 영업비밀의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동소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다수 당사자에 의해 개발된 영업비밀이 기술정보 외

공동 저작물의 성격을 가진다면 창작적 기여 여부에 따라 공동개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영업비밀의 공동소유관계 역시 기업-종업원의 고용관계,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대학교수, 대학 등의 일정한 인적 결합관계에서 영

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며 독점적인 이익을 향유한다는 명시적, 묵

시적 합의에 따른 일종의 합수적 조합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영업비밀에 유추적용 될 수 있는 특허법 및 저작권법에도

합유적 성질을 전제로 한 특별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따라서 영업

비밀 공동소유관계는 (준)합유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는 서로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

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영업비밀의 지분 비율에 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

면 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기여도를 산정 및

입증할 수 있으면 이에 따라 지분비율이 결정될 것이나, 이러한 기

여도를 산정 및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분이 균등하다고 추정

될 것이다.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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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대하여 특허법 규정의 유추적용에 따른 자유로운 자기 실시

가 가능하며, 영업비밀의 처분에 해당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전용

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허락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유권자의 동의

가 필요할 것이다. 각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들은 지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보존행위로서의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이다.

공동연구개발 등에 따른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에 대하여 인접

지식재산권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방식으로도 당사자 간의 분쟁 및

법률관계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영업비밀의 귀속, 지분율, 이용,

실시, 처분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

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대만 영업비밀보호법이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귀속, 영업비밀

공동소유, 영업비밀 실시

학 번 : 2017-2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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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현대 산업이 고도화되어 갈

수록 산업 기술의 전문화, 세분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산업

기술의 개발 비용과 기간도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생산성 있는 기술 개발을 장담하기 어려

운 상황이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은

비용, 인력, 시간 등 경제적인 측면과 미래 정책적인 측면에서 리스

크를 부담해야 하며, 기술 개발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거

나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후발주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1) 이에

기업들이 위험의 예방 분산 및 경제적 효용성 확보 차원에서 상호

보완적인 기업, 대학, 종업원 등과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2)

일반적으로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성과물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통

해 권리화하지 않을 경우, 부정취득을 매개로 한 일정한 행위만을

1) 다이슨: 전기차 시장 진출 포기... '상업적 성공 불가능’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9996235 (2019. 10. 11.)
(2020. 12. 15. 확인).

2) 현재 범 세계적인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개발 역시 화이
자-바이오텍,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모더나-J&J 등의 공동연구로
진행되고 있다[“화이자 코로나 백신, 90% 예방효과”…연내 2000만명분
생산 가능할 듯,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1
10/103879903/1(2020. 11. 10.)(2020. 12. 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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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할 수 있을 뿐 제3자가 동일한 내용을 독자적으로 취득한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로든 당해 기술적 정보가 공

지된 때부터 더 이상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영업비밀 그 자

체로는 자산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술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만큼은 당해 정보를 완전하게

독점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최첨단 기술일수록 이를 영업비밀로

서 사용하는 실례가 적지 않다.3)4)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이 발명 내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

우, 이러한 성과물에 대한 공동개발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는 우선적

으로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하게 될 것이며, 만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불명확하다면 특허법 및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규율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된 판례 역시 상당수 축적된 상황이다.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이 영업비밀일 경우 공동연구개발 당

사자들 간에 영업비밀의 귀속 및 사용관계에 대한 계약이 있다면

사적자치 원리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 역시 이에 따라 규율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다만, 영업비밀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당사

자 간의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당

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규율할지에 대해서는 부정경

3) 김민배 외 1명, “영업비밀로서의 직무발명”, 창작과 권리 제46호, 세창출
판사(2007), 3.

4) 실제로 화학, 제약 등의 경우 발명의 완성을 통해 발명의 기술적 정보
가 쉽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발명을 특허화하는 비율이 높지만, 기
계, 전자 산업에서는 완성품을 통한 기술정보의 획득에 한계가 있기 때
문에 낮은 특허비율을 가지고 있다. 즉, 기술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특
허가 아닌 비밀의 방식으로 자사의 기술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분야
에서는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윤성식, “특허제도에 나타난 독점과 기술확산의 관계 (http://www.ipleft.co.kr)]
(2020. 9. 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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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별도

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확립된 판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영업비밀이 그 속성상 외부에 공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

라, 그 내용도 고객명부와 같은 경영상의 단순정보부터 특허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비한 첨단발명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여서

본질적으로 법적 보호를 논함에 있어 그 모호성과 광범위성 때문에

어려움이 큰 분야이기 때문이다.5) 또한 영업비밀은, 진보적 기술정

보의 종국적인 공개에 대한 대가로서 한정된 기간이나마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제도에 비하여, 공개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법적 보호

를 부여한다는 특징과 본질적으로 법정책상 특허권의 경우보다 영

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우대하기 곤란한 탓에, 영업비밀에 관한 법적

보호 논의는 아직 많은 부분이 불명확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

다.6)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산출된 영업비밀의 귀속 및 사용관계 문제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최근 중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성 측면

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문제와 맥이 닿아 있으며,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원천기술을 유

출당하는 산업 기술 유출 문제와 연관되게 된다. 기업과 종업원 간

에도 영업비밀의 귀속과 관련하여 기업의 영업 및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와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의 충돌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5) 박준석, “종업원의 직무발명과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 대학(원)생이 관
여한 발명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33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2010.
12.), 34.

6) 박준석, 위의 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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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동연구개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많은 영업비밀 분

쟁 사건에서 영업비밀의 귀속 및 사용 권한 존부에 대한 분쟁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연구개발 특허 분쟁비율

이 전체 특허분쟁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높다는 조사결과도 확인된

다.7)

제2절 연구의 범위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동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영업비밀의 권리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와 관

련된 핵심 쟁점인, ①당사자 간 영업비밀의 귀속, ②영업비밀 공동

소유관계 발생, ③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의 성격, ④영업비밀 공동

소유관계에 따른 사용관계, ⑤입법안을 통한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

규율 방안을 차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7) 정차호 외 2명, “공동연구계약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특허청(2016.
12. 7.), 46[1990～2002년 기간 동안 내국인 전체의 특허 권리분쟁률(무
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 된 경우)이 0.26%인데 반해, 공동연구
의 경우 권리분쟁률이 0.50%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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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영업비밀 공동연구개발의 의의

제1절 영업비밀의 의의 및 요건

I. 영업비밀의 의의

부정경쟁방법 제2조 제2호는8)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

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영업

비밀의 개념은 영미법상 ‘Trade Secret9)’ 및 일본법상 ‘営業秘密10)’과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
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
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9) 미국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 UTSA) 제1조 제4항
은 영업비밀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며, 그 공개나 이용으로
부터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타인에 의하여 정당한 수단으로는 쉽
게 획득할 수 없어, 현실적 혹은 잠재적으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
지며,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노력이 기울여
지는 정보로 일체의 패턴, 장치 또는 정보의 조합을 포함한다.’라고 정
의하고 있다(“Trade secret” means information, including a formula,
pattern, compilation, program, device, method, technique, or process,
that: (i)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actual or potential, 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to, and not being readily ascertainable by
proper means by, other persons who can obtain economic value from
its disclosure or use, and (ii) is the subject of efforts that ar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to maintain its secrecy).

10)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제2조 제6항은 영업비밀(営業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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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은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비공지

성), ②생산방법 또는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

은 경영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경제적 유용

성), ③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비밀관리성)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비밀은 어느 일정시점에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더불어 변형하고 확대해 가기 때문에 무엇이 영업비밀이고 무엇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11) 국내외 판례 중에는 일반

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식되는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뿐 아니라, 제

품, 기계제법, 제조공정, 장치, 식료품, 의약품, 실험데이터, 디자인,

아이디어, 컴퓨터 프로그램, 고객명부, 생산·판매계획, 매뉴얼, 시스

템, 미생물에 대해서도 영업비밀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12)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바로 영

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

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영

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13)

密)을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사업활동
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秘密として管理されている生産方法、

販売方法その他の事業活動に有用な技術上又は営業上の情報であって、

公然と知られていないものをいう).
11) 황의창 외 1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6정판), 세창출판사

(2011), 176.
12) 황의창 외 1명, 위의 글, 175-186.
13)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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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로는 유·무형 및 기록 형태에 제

한을 받지 않고, 모든 종류의 재무, 사업, 과학 기술 또는 공학 정보

가 있을 수 있고, 패턴, 계획, 편집, 프로그램 장치 공식, 디자인 시

제품, 방법, 기술공정, 프로그램, 코드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

다.14)

영업비밀 중 기술정보는 특허발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

한 영업비밀의 특성에 비추어, 사법절차에서 영업비밀 관련 분쟁을

특허분쟁과 마찬가지의 성격을 가진 사건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15) 마찬가지로 기술정보 역시 발명에 해당할 수 있는

이상 발명진흥법 규정 중 상당수가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에도 그대

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16)

한편, 특허, 저작권 등의 제도가 있는데 영업비밀을 따로 법률을

두어 보호하는 것은, 특허권 등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적 정보

(예컨대, 자연법칙과 기초과학상의 발견, 연산법과 수학공식, 화학제

품의 미묘한 조합, 설계도면, 온도·성분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 등),

경영적 정보, 영업상의 아이디어 등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특허제도 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17)

다만 영업비밀과 특허는, ①영업비밀이 비밀정보를 보호객체로 하

는데 반하여, 특허는 공개된 정보를 보호객체로 하고 있는 점, ②영

14) 사법연수원, 부정경쟁방지법, 사법연수원(2015), 104.
15) 편집대표 정상조,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박영사(2020), 315-316(박준석

집필 부분).
16) 박준석, “우리법상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 산업재산권
38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2012. 8.), 34.

17) 박준석, 위의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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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밀은 비밀유지 노력에 대해 보호이익을 받는데 반하여,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제한된 범위(출원일로부터 20년)에서 독점적 배타권

을 갖는 점, ③영업비밀은 두 사람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자가 비밀로 유지만 하고 있으면 보유자 모두에게 영업비밀로 인

정되는데 반해, 특허권은 발명자 또는 그 발명을 수계한 자에게만

인정되는 점, ④영업비밀의 보호 대상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면 어떤 정보, 예를 들면 설계도면, 고객

리스트, 실패한 실험데이터와 같은 정보자료도 포함되는데 반해, 특

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 뿐 아니라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발명만을 특허의 대상

으로 하여 권리로서 보호하는 점, ⑤영업비밀은 어떠한 형식이나 절

차가 필요 없는 불요식 행위인데 반해, 특허는 출원, 심사, 공고, 이

의신청, 사정, 등록 등의 절차 등을 필요로 하는 요식행위라는 점,

⑥영업비밀은 그 침해행위에 대해 구제수단을 둠으로써 얻게 되는

재산적 이익인데 반해, 특허는 재산적 권리인 점, ⑦영업비밀은 공

개되지 않는 한 영구히 독점사용을 할 수 있는데 반해, 특허권은 출

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존속기간 동안만 독점행사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8)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를 비밀로 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것이냐는 발명자가 판단할

문제이다. 발명을 특허출원하게 되면 그 기술적 사상은 공개되게 되

고 따라서 일반 공중은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토대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그 기술에 대한 제3자의 이중 투자를 방지하여

낭비를 줄임으로써 산업의 효율적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

18) 사법연수원, 위의 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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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이점 때문에 법은 발명을 출원하여 공개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특허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개를 유도한다.19)

반면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로 간

직한다면 그것이 비밀로 유지되는 한에서는 발명자가 영업비밀로서

의 권리를 향유하지만, 일단 그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그

때부터 법은 발명자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여 비록 한정된 기간이지만 안정적

으로 권리보호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비밀로

유지하여 영구적인 보호를 꾀할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20)

II. 영업비밀의 요건21)

1. 비공지성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라는 비공지성을 필요로 한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

니한”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

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접근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비밀

보유자의 관리 하에 있어 그 외의 자로서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입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2) 따라서 정보가 복수의

19) 사법연수원, 위의 글, 107.
20) 사법연수원, 위의 글, 107.
21) 이하의 내용은 송영식 외 6명, 지적소유권법(하)(2판), 육법사(2013)

434-441, 한국특허법학회, 영업비밀보호법, 박영사(2017) 3-63, 사법연
수원, 부정경쟁방지법, 사법연수원(2015), 107-114. 등 참조.

22) 서울고법 1996. 2. 29. 선고 95나14420 판결(영업비밀은 절대적인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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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전파되었다 하더라도 정보의 비밀성이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면 정보의 비밀성은 인정된다.

이러한 비공지성은 특허법상의 신규성 개념과는 달리, 영업비밀에

있어서는 특정한 자가 영업비밀 보유자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비밀유지상태가 유지된다면 비공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은 보유자 이외의 타인

이 당해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유자와의 사이에 비밀준수

의 의무가 형성된 경우라면 비공지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사

람들이 그 정보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정

보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밀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해당 정보

가 시판제품에 포함되어 있거나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어도 현실로

그 곳에서 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령, (역

설계)Reverse Engineering]에도 비밀성이 있다.23)

을 듯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또는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로서 유지되고 있으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23)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477 판결(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
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 회사가 2004. 5.경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납품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그 무렵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 이 사건 회로도가 적용된 무선중계
기는 제3자가 그 내부를 전혀 알 수 없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관계
자라도 위 무선중계기가 운용되고 있는 이상은 역설계를 위하여 분해
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납품한 위 무
선중계기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한 제품이어서 역설계를 위해 합법
적인 방법으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점 등의 역설계를 위해 합법적
인 방법으로는 위 무선중계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정, 이 사건 회로
도가 그 회로구성이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기계장치와는 달리 완성된
제품에서 판독 가능한 회로도를 역설계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각 소자 사이의 연결관계를 추출해 내더라도 각
각의 소자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등의 작동과정을 알아내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4. 5.경 이 사건
회로도가 적용된 무선중계기 5대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다른 경쟁자 등이 이 사건 범죄일시인 2004. 9.경까지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회로도에 나타난 기술상 정보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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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권리가 아닌 이상, 제3자가 독자

개발 등에 의해 동일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고, 그 제3자가

당해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적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역시 비공지 상태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비밀로

유지·관리하더라도 이미 그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누구나 제

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면 비공지성을 상실하여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비공지성 내지 비밀성은 제3자의 접근가능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비공지성 판단 대상인 정보 그 자체

의 성질, 경쟁업체가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관리상

태 등을 포함하여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그 공개의 주체, 공개자의 선의 또는

악의 등을 불문하고 영업비밀성은 상실된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공개

되어야 비밀성이 상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정보의 공지는 일반 대중이 알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해 정보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 이를 가지

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알고 있으면 된다. 따라

서 영업비밀인 당해 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가 우연히 그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자가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보의 비공지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교

과서 등의 일반 서적에 게제·반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지성이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회로도의 비공지성
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
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회로도의 비공지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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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되지 않는다.

비공지성은 정보의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사실의 문제로, 보

유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보유자가 그 정보를 발

행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도 여전히 공지성이 인

정되고, 보유자가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공중의 영

역에 놓이게 되면 더 이상 비공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가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

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영업비밀이 영업활동에 유용하다

는 것은 그로 인하여 다른 실제적, 잠재적 경쟁자에 대하여 영업상

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요건을 경제성과 유용

성의 두 개의 별개 요건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대법원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에 대하여, “그 정

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

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정의하고 있다.24)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을 현실적으로 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경

우로 한정하여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거에 실패한 연

구 데이터와 같은 이른바 소극적 정보도,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그

24)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13-

실험을 생략하면 연구개발비를 절약하는 등으로 사업 활동의 효율

을 높이는 정보라 할 수 있으므로, 유용성이 인정된다.

해외 본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영업사원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국내 현지 판매 법인의 제품원가 분석자료, 대리점

마진율, 할인율, 가격 등도 적어도 일반인에게는 알려져 있지 아니

한 유용한 정보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크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

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계의 기본 작동원리가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그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

다면 이 역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회로도에 담긴 추상적

기술사상이 공지된 경우에도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25)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은 근본적으로 경제상의 경쟁에서 부정한 수

단을 규제함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므로, 부정경

쟁으로부터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보여

야 한다. 따라서 어느 기업의 탈세사실, 공해물질 유포사실 등 반사

회적 정보는 당해 정보과 사업활동에 유용한 성질을 갖고 있더라도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5)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477 판결(회로도란 부품의 배열, 부품
의 연결, 부품의 규격과 전기적 수치 등을 공인된 기호를 사용하여 단
면에 표시한 도면으로서 회로도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자의 선택과 소자의 배열 등이고, 향후 제품에서 실현할 구체적 기
능 구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규격에 따른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하여 세부 규격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므로, 설령 회로도에
담긴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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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기술상 정보’는 제품 제조 기계의 설계도,

기계의 운용 매뉴얼, 조작 방법,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의 원재료

성분표, 혼합 또는 배합요령 및 비율, 연구 개발 정보 보고서, 신상품

개발 마스터플랜 등 공업기술에 사용되는 모든 지식을 들 수 있다.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경영상의 정보’로는 원자재의 구입선, 주

문서, 제품견적에 관한 노하우, 판매 고객 리스트, 거래 선의 루트,

신제품의 생산 계획이나 판매 계획, 선전 광고 요령 등 경영 거래에

직접 필요한 정보와 조직 개편 계획, 타사와의 합병, 지원, 투자 계

획, 자사 내의 인사 배치 방법, 구인 계획 등 사업 조직에 관한 정

보와, 원가 계산 방법, 자금 조달 계획, 사원의 급여 수당의 액수, 설

비 투자 우선 순위, 예산 배분 지침 등 재무에 관한 정보를 들 수

있다.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위와 같은 정보에는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특허성이나 문화적 창작으로서의 저작물성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3. 비밀관리성

비공지인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 이외에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음을 요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개

정 전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사안에서,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

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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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

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

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6)

종전까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정의 규정에 있었던 ‘상당

한 노력’ 혹은 ‘합리적인 노력’을 요구한다는 문구가 2019. 1. 8. 개정

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삭제되었지만, 현행법에서도 여전히

“비밀로 관리된” 것임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영업비밀보유자의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현행법 하에서도 비밀관리성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노

력이 필요하다. 다만,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해 온 입법자의 취지

를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비밀관리성 수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27)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 관리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밀관리

의사’와 ‘비밀관리노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리요건을 필요

로 하는 이유는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한 행위는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경쟁상 유리한 지위

를 차지하려는 행위이고, 이러한 부정한 수단이 필요한 것은 당해

정보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므로, 객관적으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정보는 그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당해 정

보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라는 생각

을 품게 할 개연성이 높아 그러한 정보까지 보호하면 정보거래의

안전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26)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27) 편집대표 정상조,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박영사(2020), 315-316(박준석

집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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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에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가‘는 구체

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정보 접근

방법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누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비밀관리

성은 완벽하게 인정되겠지만, 영업활동의 실상에 비추어 그와 같은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비밀관리의 정도는 당해 회사의 규

모, 정보나 기술의 종류 및 성질, 정보나 기술의 고도성 여부, 종업

원의 규모, 인사배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해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비밀이라는 점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관리노력이나

유지비용을 들여 유지, 관리할 필요는 없다. 대기업은 보다 엄격하

게 영업비밀을 유지·관리할 것이 요구되나, 소규모 업체는 종업원들

에게 영업비밀임을 주지시키고 비밀로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

로써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28)

판례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

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

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임을 의미한다고

한다.29)

28) 강동원, “영업비밀의 요건으로서 비밀유지성”, 전북법학 제1권 제1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11), 81.

2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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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동연구개발의 개념 및 유형

공동연구개발이라 함은 복수의 연구주체가 동일한 연구과제의 수

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 자금, 인력, 시설, 기자재, 정보 등을 공동으

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방식을 말한다.30) 이러한 공동연구개

발은 당사자 쌍방이 연구개발 작업을 공동으로 하여 개발 결과물로

서 발명이나 영업비밀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연구개발은 연구개발 비용의 분산 측면에서 필요하다. 현대

글로벌 사회에서 자사의 제품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면

도태되게 되고 이러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은 대형화, 고비용

추세에 있어 한 기업이 단독으로 신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또한 위험의 최소화 측면에서도, 기업 간 공

동연구개발은 기술 발전 추이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장래 기업이 맞

이하게 될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기업은

공동연구에 비교 우위에 있는 기술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기 기

업의 비교 우위에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타사의 우수한 기술을 활

용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연구개발이 용이해지고 성공의 가능성도

높아진다.31)

다만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이상 그 성과는 공유되는 경우가

30) 윤종민,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귀속 및 활용법리”, 기술혁신학회지
(제11권 4호), 한국기술혁신학회(2008, 5), 534.

31) 정차호, “공동연구계약의 특허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23
권, 한국지식재산학회(2007),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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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 독점적인 관리나 이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무리하게 독점적

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

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

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나아가 실무적인 관리가 미치지 못하

는 타사에 기술정보가 제공될 경우 기술유출의 위험성도 보다 높아

지게 될 것이다.32)

또한,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쌍방의 정보가 서로에게 제시되어

쌍방의 정보가 융합된 상태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될 경우, 종래 보유

하였던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이 독자 개발한 기술에 대해 자신

의 기술임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33) 또한 공동연구개

발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거나, 일방당사자가 도

산에 이를 위험도 있을 수 있다.34)

OECD는 공동연구개발을 ①특별한 응용, 용도를 직접 고려하지

않은 채 가설이나 이론을 형성하려 하거나 또는 현상이나 관찰 가

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이론적 또는 실제적 연

구인 기초연구, ②기초연구에 의하여 발견된 지식을 이용하여 특정

목표를 정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 및 실용화되어 있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응용방법을 탐색하는 응용연구, ③새로운 재료,

장치 제품, 시스템 공정 도입 또는 기존에 이러한 것을 개량을 목적

으로 하는 연구인 응용연구로 구분하고 있다.35)

일본의 견해로는 ①구체적 제품 개발이 예상되는 단계의 공동연

32) 生沼寿彦 외 1명, “共動硏究開発契約総論”, NBL 966(2011. 12. 1.), 19.
33) 生沼寿彦 외 1명, 위의 글, 19.
34) 生沼寿彦 외 1명, 위의 글, 19.
35) OECD·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프라스카티 매뉴얼 2015 : 연구개발자
료수집과 보고에 관한 지침(201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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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과 그렇지 않은 공동연구개발, ②범용성이 있는 기술을 상정

한 공동연구개발과 특정한 용도, 분야에 특화된 기술에 대한 공동연

구개발, ③서브라이센스(Sub-licence)에 따른 수직적 관계에 잇는 기

업의 공동연구개발과 수평적 관계의 기업의 공동연구개발, ④다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과 이에는 이르지 않는 공동연구

개발, ⑤성과 달성의 가능성이 높은 공동연구개발과 그렇지 않은 공

동연구개발로 나누는 것이 보다 실용적이라는 견해가 있다.36)

이외에도 공동연구개발 실행방법에 따라 ①참가자들이 연구개발

을 분담하는 유형, ②일방 당사자가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나머지

당사자는 비용을 분담하는 유형, ③연구개발을 실행할 조직을 공동

으로 만드는 경우, ④사업자 단체 간의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경우로

나누는 방식, 참가자에 의한 분류 방식으로 ①유사한 기술을 보유한

동종업계 내에서 공동개발, ②각자 다른 강점을 지닌 기술을 가진

경우에서의 공동개발, ③벤처기업간의 공동개발, ④외국기업과의 공

동개발, ⑤대학이나 공공기관 간의 연구개발로 나누는 견해도 있

다.37)

국내에서는 공동연구를 섭외적 당사자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

라 국내 당자자 간의 공동연구와 해외 당사자가 개재하는 국제 공

동연구로 크게 구분 짓고, 이 중 국내 당사자 간의 공동연구는 국가

의 개입 여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연구와 기업과 대학, 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간관의 사적인 계약

관계의 당사자로서 진행되는 연구로 대별하는 견해가 있다.38)

36) 生沼寿彦 외 1명, 위의 글, 20.
37) 生沼寿彦 외 1명, 위의 글, 22-23.
38) 양승우, “산학공동연구계약과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상 쟁점”, 지식재산
연구 6(2),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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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성과를 획득하기 위한 작업은 일방이 타방에게 의뢰

하고 타방만이 연구개발 작업을 하는 위탁연구개발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39) 구체적으로 공동연구개발과 위탁연구개발은, ①공동연

구개발에는 당사자에게 재량이 있는 반면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연

구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에 종속되는 점, ②위탁연구

개발의 경우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위탁자에게 귀속되

는 경우가 많은 점, ③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위탁자가 대부분의 비

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의 차이점이 있다.40)

39) 김경선, “공동연구개발계약에 관한 연구-개발성과물인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중심으로”, 경영법률(제19호), 한국경영법률학회(2009), 405.

40) 生沼寿彦 외 1명, 위의 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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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업비밀의 귀속

제1절 서론

공동연구개발이 진행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련 정보를 상대

방에게 제공하고 또한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의 교환이 일

어난다. 따라서 공동연구 개발이 개시된 이후에는 각자가 이미 보유

하고 있는 정보인지 상대로부터 수령한 정보인지 공동연구개발로부터

발생한 정보인지 구별이 곤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공동연구개발

로 산출된 정보의 귀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41)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은 ‘공동발명’ 개념을 두고 “2명 이상이 공동

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특허법 제33조 제2항),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 제

도를 두고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

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

2호). 저작권법은 특허법과 같은 별도의 공유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

으나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행사에 대한 개별 규정을 통

41) 김경선, 위의 글,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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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처리하고 있다(저작권법 제48조).

이처럼 다수당사자가 관여한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이 발명 내지

저작물에 해당하고, 공동발명 및 직무발명, 공동저작물의 실질적 요

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특허 등록 등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

련 법령에 따라 귀속관계를 규율하면 될 것이다.

반면 다수당사자가 관여한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이 발명 내지 저

작물에 이르지 못하거나, 실질상 발명 내지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영업비밀로 유지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

우라면, 이는 영업비밀로 규율되게 될 것이다.

이때 영업비밀인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에 대한 약정이 있

다면 다른 지식재산권들과 마찬가지로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약정 내용에 따라 영업비밀의 귀속관계가 결정될 것이다. 반면,

당사자 간 권리관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식재산권

들과 달리 권리의 귀속관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영업비밀법제 하에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하에서, 영업비밀인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와 약정이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영업비밀 귀속

문제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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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약정이 있는 경우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주체로는 종업원과 기업, 대기업과 중

소기업, 대학교수와 대학, 기업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들 당사

자 간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인 영업비밀의 귀속에 대한 약정

이 있는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영업비밀을 귀속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며 다수 당사자 간 영업비밀을 공동소유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당사자 간 영업비밀 귀속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

라 영업비밀이 귀속되게 될 것이나,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형식이나 명칭과 달리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이처럼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영업비밀

귀속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한다.

I. 종업원과 기업의 경우

기업이 종업원과의 사이에 영업비밀의 귀속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종업원의 직무범위 내에서 개발된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가 기업에 귀속된다고 약정한 경우에 그 계약

의 해석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42) 그러나 종업원의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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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무관하고 기업의 시설이나 근무시간 밖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정보의 경우에는 계약의 자유보다는 경쟁의 자유 내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시해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착안하게 된 기술에 대해서까지 기

업이 권리를 가지도록 한 계약조항도 마찬가지로 공서양속에 반하

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43)

종업원과 기업 간의 영업비밀의 귀속에 대한 약정은 직무발명의

승계나 비밀유지를 둘러싼 약정의 실태에 따라 유형화 할 수 있는

데, ①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약정과 비밀보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의 비밀은 종업원이 보유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이를 공

개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부정공개

행위(비밀유지의무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②직무발명에 대

한 사전 승계 약정은 없으나 비밀보호 약정은 있는 경우 직무발명

의 비밀은 종업원이 보유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약정을 어기고 그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지

않고, ③직무발명에 대한 사전승계약정은 있으나 별도로 비밀보호

약정은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특허 받을 권리를 승계하기 이전이

라면 종업원이 직무발명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용해도 영업비밀 침

해로는 되지 않으나 배임죄 성부가 문제되며,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

한 후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와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고, ④승계

약정과 비밀보호 약정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도 ③과 동일한 결론

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44)

42)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제5판), 홍문사(2020), 715.
43) 정상조·박준석, 위의 글, 715.
44) 조영선, “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의 사용·공개와 영업비밀 침해“, 인권
과정의 480(2019. 8.), 대한변호사협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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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의 통지를 받고도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승계를 거부한 채 종업원에게

비밀유지 약정을 근거로 비밀 유지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를 거절하거나 발명진흥법상 법정 기간인 4개월

내에45) 승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포기가 간주46)된 이후부터는

종업원과의 사이에 영업비밀 준수 약정의 효력이 없어지고 종업원

이 비밀유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 준수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

해도 존재한다.47)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와 종업원간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약정이 사전 체결된 상황에서 종업원의 직무발명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의 귀속 주체인 한도에서는 그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유자이기도 하

므로 이중양도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

업비밀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며, 국내 다수설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48)

45)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동 시행령 제7조
46)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47) 조영선, 위의 글, 118.
48) 조영선, 위의 글, 111-11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발명자주의에 따라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는 이상 위 권리가 아직 사용자 등에게 승계

되기 전 상태에서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발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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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영업

비밀 귀속주체가 분리될 수 있음을 전제하며, 위 판결 및 다수설의

견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명문49)에 맞지 않으며, 사

용자가 영업비밀 귀속주체가 될 경우 그에 대한 권리 보호에 부족

하다는 견해도 있다.50)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사안 중에는 아래와 같이 회사와 종

4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
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0) 조영선, 위의 글, 102,

그 자체가 사용자 등의 영업비밀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직

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

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비밀유지 및 이전

절차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직무발명의 내용이 공개

되도록 하는 행위를 발명진흥법 제58조 제1항, 제19조에 위배되

는 행위로 의율하거나, 또는 직무발명의 내용 공개에 의하여 그

에 내재되어 있었던 사용자 등의 개개의 기술상의 정보 등이 공

개되었음을 문제삼아 누설된 사용자 등의 기술상의 정보 등을 개

별적으로 특정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행위로 의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직무발명의 내용 공개가 곧바로 부정

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비밀 누설에도 해당한다

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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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원 간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행위 태양에 비추

어 볼 때 종업원이 입사 전 개발한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 영업비

밀 보유자 지위를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나, 종업원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용자에게 저작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용자에 비하여 열후한

지위에 있는 종업원의 지위를 감안해 볼 때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

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노3002 판결

(2009. 2. 12. 선고 2006도8369 판결로 확정)

회사 직원이 입사 전 개발한 프로그램코드를 개선하여 새로운 프

로그램코드를 만든 경우, 해당 프로그램코드는 당해 직원이 원시

적으로 개발하였으므로 그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한편, 해당 직원이 회사에 취업하여 프로그램코드 개선작업을 하

며, 실질적으로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코드에 약간의 개선을 한

것에 불과하면서도 업무상 개발한 것과 같은 외양을 작출 하였

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면, 회사 직원은 회사에 대하여

해당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및 영업비밀보유자로

서의 지위 등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한편, 이에 의

하여 공소외 1주식회사에게 귀속되는 공표권을 포함한 해당 프로

그램소스코드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및 영업비밀보유자로서의 지

위 등을 침해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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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업 간의 경우

서로 다른 기업의 종업원들이 협력하여 발명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업비밀을 완성할 경우, 이러한 종업원들이 발명한 영업비밀이 사

용자들에게 직무발명의 효과로 귀속될 것인지가 우선 문제 될 것이

다. 많은 경우 한 쪽 법인에 속한 자연인들만이 발명에 기여한 경우

가 많을 것이고 이때는 실제로 발명에 기여한 자연인들의 사용자인

기업이 직무발명의 효과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고, 그 후 상대방 기

업은 기업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이전받는 관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51)

문제는 기업 간 대등한 관계가 설정되는 경우가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같은 불균등한 지위, 이른바 갑을 관계에 있는 경우이

다. 이러한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대등 당사자 간의 공정

한 계약이 아닌 당사자 간에 개발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을 기여도와

무관하게 대기업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이 체결되거

나52), 영업비밀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규율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나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51) 박준석, “종업원의 직무발명과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 대학(원)생이 관
여한 발명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33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2010.
12.), 12.

52) 기업 간 비밀유지약정(NDA)만을 근거로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이 모두 일방 당사자에게 속한다고 주장되는 경우도 빈번하나,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할 뿐인 비밀유지계약을 근거로 영업비밀 귀속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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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또는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 측에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

기업이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도급계약’ 또는 ‘공동개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53)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도저히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

는 제품사양을 지정한 주문을 하였을 뿐인 경우로, 이는 그 실체가

위탁계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

산권이 당연히 공유라는 조항이 포함된 공동연구개발 계약 등을 체

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54)

이처럼 그 실질이 위탁계약임에도 상생협력법이나 하도급법의 적

용을 회피하려는 탈법적 공동개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평가된다면,

그 실질에 따라 상생협력법이나 하도급법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반면 이에 반하여 위탁계약 중에는 기본적으로 수탁자가

제품개발을 진행하지만, 위탁자가 시작품의 평가 및 문제점의 지적,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예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동연구개발

의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의 명

칭과 관계없이 공동연구개발계약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항을 삽입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55)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계약에 따른 ‘기술탈취’

에 대해서 정부 및 국회에서도 그 심각한 폐해를 인식하고 대책을

53) 김동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내부용역보고서), 특허청, (2018.
12.), 52.

54) 生沼寿彦 외 1명, 위의 글, 25.
55) 生沼寿彦 외 1명, 위의 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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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한 결과, 2018. 1. 7.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이 개정안에는 3배 손해배상제도56)와 침해행위에 대

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제도57)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특허와

영업비밀 분야에 대해 최초로 사법경찰권제도 등을 도입58)하는 큰

변화가 있었으며,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요

구 및 유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59)하고 있다. 또한 상생협력법에

서도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60)하고 있다.61)

56)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⑥ 법원은 영업비밀 침
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
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
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57) 특허법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
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58) 특허청,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참조.
59)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60) 상생협력법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
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61) 손승우, 공정경제와 지식재산,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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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대학교수의 발명의 경우

대학교수가 대학 측으로부터 특정 연구 과제를 지정받고 연구자

금과 시설을 제공받아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나 외부 사기업

과의 연구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연구용

역계약의 조건으로서 발생할 권리를 대약 및 연구위탁 기업에 귀속

시키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62)

다만, 일반적으로 국·공립대학교 교수의 직무발명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63))에 따라 전담조직이 승

계하여 그 전담조직이 소유하게 되고, 사립대학 교수의 직무발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64))에 따른 산

62) 정상조, “대학교수의 특허권”, 법조 524호, 법조협회(2000), 98.
63)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
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64)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
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
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
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
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
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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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협력단이 승계하여 소유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연구 활동을 외부에 공표하고 강의에 활용하는 대학교수의 특성

상 이러한 직무발명에 따른 연구 성과물이 대학 또는 기업과 대학

교수의 간의 비밀유지 약정에 따라 영업비밀로 유지되는 경우는 상

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당사자 간 사전 약정으로 연구 성과물을

영업비밀로 유지하게 된다면 해당 영업비밀은 대학이나 연구위탁기

업의 소유로 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대학교수에 대해서도 발

명진흥법상 관련규정상 특허출원시와 마찬가지로 보상청구권이 보

장되어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6조).

만약 대학 교수가 이러한 약정 내용을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제3

자에게 양도하거나 외부에 공표하여 연구성과물의 영업비밀성을 상

실시킬 경우, 대학이나 기업 측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금

지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동법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
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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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약정이 없는 경우

I. 서론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영업비밀 귀속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영업비밀 귀속 문제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아무런 규정

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영업비밀 보

호 법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 미국 등에서 영업비밀 귀속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법리가 논의되고 있으며, 국내 학설과 하급심 판결에서

도 관련 논의를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 영업비밀 귀속 문제와 관

련된 외국 논의와 국내 논의를 살펴본 후 구체적인 사안별 공동연

구개발 영업비밀 귀속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II. 외국에서의 논의

일본,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영업비밀 법제를 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귀속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일본 및 미국의 영업비밀 귀속 관련

논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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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논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당해 영업비밀을 제시받았는지 여부를 영

업비밀 침해행위 성립의 요건으로 보지 않는 우리나라의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과 달리,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

防止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영업비밀을 보유한 사업자(이하, ‘보

유자’라 한다)로부터 그 영업비밀을 제시 받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

용 또는 개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

다.65)

일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7호상의 ‘영업비밀을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위 규정에 처음부터

영업비밀 작성에 관여한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는지 그 해석범위와

관련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보유자’의

규율에 대해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①지적재산권법의 직무발명, 직무저작

등과 관련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영업비밀의 생성에 이르게 된

합의, 사용자의 사업범위와 종업원의 업무범위, 종업원의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성격이 발명에 해당할 경우

특허법상 직무발명 규정(제35조66))에 따라 귀속을 결정하고, 저작물에

65)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不正競争」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七 営業秘密を保有する事業者（以下「保有者」という。）からその営業
秘密を示された場合におい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保有
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する行為.

66) 第三十五条（職務発明） 使用者、法人、国又は地方公共団体（以下「使
用者等」という。）は、従業者、法人の役員、国家公務員又は地方公務
員（以下「従業者等」という。）がその性質上当該使用者等の業務範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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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할 경우 저작권법상 직무저작 규정(제15조67))에 따라 귀속을 결정

한다는 견해68), ②특허법상 직무발명이나 저작권법상 직무저작 규정

을 일반적으로 유추 적용하는 것을 부정하고, 기술적 노하우가 발명

에 해당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적 사상에 해당할 경우에 발명과 관

련된 특허법상 취급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특허법상 직무발명 규정

이 적용된다는 견해69), ③영업비밀이 발명과 저작물의 성격을 함께

겸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그 귀속방법을 일의적으로 결정하

는 방법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70) 등이 논의 되고 있다.

に属し、かつ、その発明をするに至つた行為がその使用者等における従
業者等の現在又は過去の職務に属する発明（以下「職務発明」とい
う。）について特許を受けたとき、又は職務発明について特許を受ける
権利を承継した者がその発明について特許を受けたときは、その特許権
について通常実施権を有する。[제35조(직무발명) ① 사용자, 법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성질상
해당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사용
자 등의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직무
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때 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
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때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67) 第十五条 法人その他使用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法人等」という。）
の発意に基づきその法人等の業務に従事する者が職務上作成する著作物
（プログラムの著作物を除く。）で、その法人等が自己の著作の名義の
下に公表するものの著作者は、その作成の時における契約、勤務規則そ
の他に別段の定めがない限り、その法人等とする。[제15조 법인 그 밖
의 사용자(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발의에 의하여 그 법인등의 업
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작성하는 저작물(프로그램저작물을 제외한
다)로서 그법인등이 자기의 저작명의 하에 공표하는 것의 저작자는 그
작성 시의 계약, 근무규칙 그 밖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으로 한다.].

68) 鎌田薰, “財産的情報の保護ど差止請求權”,L&T11号42頁, 新 注解 不正競
爭防止法 上卷(第3版), 靑林書院(2012), 332.에서 재인용.

69) 松村信夫, “不正競爭防止法ど工業所有權法”, パテ51巻2号3頁, 新 注解
不正競爭防止法 上卷(第3版), 靑林書院(2012), 333.에서 재인용.

70) 中山信弘, “營業秘密の保護に關する不正競争防止法改正の経緯と將來の
課題”, NBL470号(1991), 11-1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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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설은, 일본 판례 역시 공동연구개발 성과물과 관련하여 계

약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쟁점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귀

속, 양도와 관련하여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는 법률조항에 기초하여 권리 귀속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

하고 있다.71)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의 귀속에 대한 일본 판례로는, ①의

약품 제조업체인 원고 회사와 의약품 판매회사인 피고 회사 간 신

규 시약 및 이에 필요한 기기에 대한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당사자 간 공동연구하기로 약정한 시약 관련 지식재산권

이나 노하우의 귀속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찾아 볼 수 없으나, 별

도 서면합의에서 산업재산권의 귀속에 관해서 원고와 피고의 공유

(다만 지분은 별도 협의)로 하기로 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지식재

산권에 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양자의

인식이라고 판단하며, 당사자 간 공동개발 약정이 해지된 후 피고

측에서 개발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동

연구 개발과정에서 개발된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가 원고에게만 귀

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72), ②일반적으로 공동연

구개발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담당한 작업과 관련한 연구성과는 원

칙적으로 공동연구팀 전체의 연구성과로서 공유된다는 것이 상당하

므로, 당사자 중 일부가 공동연구와 관련된 성과를 이용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사례73) 등이 있다.

71) 高橋利昌, “共同研究開発をめぐる裁判例の分析“, 判例タイムズ 1407
(2015. 2. 1.), 44.

72) 東京地判 平成26年(ワ)第22625号.
73) 大阪地判 平成22年2月18日 判タ1339号19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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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논의

미국에서는 직무발명의 경우 종업원의 상황에 따라 영업비밀의

귀속이 결정된다는 판례들이 다수 축적되어 있다.

즉, 종업원은 다음 3가지 상황으로 범주화 할 수 있는데, ①종업

원이 해당 발명을 위하여 고용된 경우(Hired for Invention)이라면,

해당 발명은 사용자에게 귀속되게 되며, ②종업원이 근로시간 중 사

용자의 자원을 사용하여 발명을 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이러한 발명

을 실시할 수 있는 무상의 사용권(Shop Right)이 발생하게 되며, ③

종업원의 자유발명(Independent Invention)의 경우는 종업원에게 영

업비밀이 귀속된다는 것이다.74) 이러한 판시를 한 미국 재판례로는

아래 Structural Dynamics Research Corp. v. Engineering

Mechanics Research Co. et al 판결75)을 들 수 있다.

74) Peter S. menell. Mark et al.,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New
Technological Age:2019(vol 1)”, Cluase 8 (2019), 108.

75) Structural Dyn. Res. Corp. v. Engineering Mech. R. Corp., 401 F.
Supp. 1102 (E.D. Mich. 1975)

[Structural Dynamics Research Corp. v. Engineering

Mechanics Research Co. et al.]

물질구조의 해석 프로그램 제작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 Surana

등 3인은 프로그램의 미완성 상태에서 그만두고 Engeering사를

창립하여 위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원고 회사

보다 앞서 개발하고 판매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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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Surena 등 3인과 Engineering사에 대해 영업비밀

등의 부정취득 및 사용, 부정경쟁, 비밀유지의무 계약 위반, 피고

회사의 고객관계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소송을

미시간 연방동부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고 금지청구는 기각하였다.

신뢰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취득자의 취득 태양에 달려 있다.

고용기간 중에 종업원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영

업비밀이 이전에 이미 존재해 있으면서 신뢰관계가 있는 상황하

에서는 종업원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종업원이 창조, 혁신, 개발에서 주도권을

갖는 가운데 영업비밀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뢰관계는 발생하나

적어도 사용자에 필적할만한 이익을 그 종업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은 종업원의 기술, 경험의 일부이므로 종업원

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없다. 이 경우 종업원은 고용관계 중에 취

득한 비밀정보를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 공개할 수 없다

는 명시적인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면, 그 후 고용활동에서 자유

롭게 사용, 공개할 수 있다.

사용자가 기존의 영업비밀을 종업원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종업원

자신이 영업비밀을 개발하는 경우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후자도

다시 구별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종업원을 특정개발업무에 종사

시켜 상당 정도의 자원을 주고 감독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그

연구성과의 사용 및 공개를 금지하는 신뢰관계가 발생한다. 한편

그 개발이 종업원이 지니고 있는 기술 적용의 성과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정보, 많은 비용, 감독을 통한 어떠한 지원도 없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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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업원의 직무발명 관련 미국 판례법리 중 ①의 경우는

사용자가 종업원을 해당 발명을 위한 목적으로 고용한 것이므로 이

러한 발명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간명하고, 논리적 결론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엄밀히 말해 종업원으로 볼 수 없는 자문

위원 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76) ②의 경우는 사용자가 발명

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의 시설과 자

원이 발명자의 자원과 결합하여 해당 발명을 생산해 낸 상황을 반

영한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발명은 종업원의 소유가 되나 사용자도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shop right)를 보유함으로써 만

족을 얻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shop right가 해당 발명을 제3자에

게 처분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77) ③의 경우는 종업

원의 고용관계의 밖에서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활용하여 발명을 한

경우이므로 종업원에게 영업비밀이 귀속되게 된다는 것이다.78)

76) Peter S. menell. Mark et al., 위의 글, 109.
77) Peter S. menell. Mark et al., 위의 글, 109.

우에는, 그 종업원은 개발된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을 지닌다. 피고는 영업비밀의 개발에 대부분 참

여하였지만, 그 목적을 위해 특별히 고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밀의 유지가 요구될 수 없다. 피고가 주도권을 가지고

피고의 감독 하에서 개발한 그 프로그램은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

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건은 피고가 서명한 ‘종업원 특허, 비밀정보계약’이란

문서에서 종업원이 개발한 비밀정보, 기술, 지식은 원고 회사에

귀속되고 부정사용, 공개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계약은

유효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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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례로는 이외에도 퇴직자가 발명을 위하여 고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그가 발명한 화학식이 퇴직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해당 퇴직자가 개발한 발명을 이직한 경쟁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 판시한 아래 Wexler et al. v. Greenberg et al. 사례79), 퇴직한

영업직 종업원이 고용기간 중 수집, 관리한 고객계약 정보가 퇴직한

종업원에게 속함을 전제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80),

퇴직한 종업원이 개발한 발명이 퇴직한 종업원의 소유라고 하더라

도, 사용자가 제공한 지식과 정보를 사용한 점을 강조하여 경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81) 등이 있다.

78) Peter S. menell. Mark et al., 위의 글, 109.
79) Wexler v. Greenberg, 160 A.2d 430 (pa. 1960).
80) Fidelity Fund v. Disanto, 500 A.2d 431 (Sup. Ct. Pa. 1985).
81) Healthcare Affiliated Servies v. Lippancy, 701 F.Supp. 1142,

1155(W.D.Pa. 1988).

[Wexler et al. v. Greenberg et al.]

피고 Greenberg는 원고 Wexler가 사장인 Bukingham Wax

Company에서 위생설비, 위생유지에 관한 타사 제품의 분석, 신

제품의 개발, 재료 발주교섭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경쟁사인

공동피고 Brite Products Co. Inc.에 스카우트 되어 이 회사에서

동 업무에 종사하며 원고와 같은 상표로 판매하였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영업비밀이고, 전 종업

원 Greenberg간에 비밀보호계약이나 신뢰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것 등, 이 두 가지 모두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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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발명에 속하지 않는 여타 영업비밀 권리 귀속에 관해서 미

경우에는 양자 간에 특별한 비밀보호계약이 없었으므로, 신뢰관

계의 유무가 쟁점이 되는데, (1)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기존에 있

던 영업비밀을 알려준 것 (2) 고용관계의 성질로부터 비밀보호의

무가 인정되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정보

는 기존의 것이 아니므로 (1)의 사례는 아니다) (2)의 경우도 부

정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권리와 자신에게 적합한 직

업을 선택할 수 있는 종업원 개인의 권리가 대립하고 있지만 개

인의 권리 옹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 보통법 원리이다. 가령 명시

적인 계약으로 비밀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계약의 합리성을 사용자의 보호의 필요성과 종업원의 부담정도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한다.

Greenberg는 Bukingham사 재직 중에 연구와 실험을 하고 제법

의 개발과 발명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쟁

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본건의 제법은 Greenberg가 경쟁사의 제

법을 일상업무 중에 단순히 변경한 결과에 불과했다. 즉 본건의

제법은 Bukingham사로부터 원조나 연구비를 받지 않은 과학으

로서의 그 자신의 기술의 성과이다. 그리고 Bukingham사도 이

기술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Greenberg에게 기대를 보인

증거도 없다. 따라서 Greenberg는 본건 제법을 사용, 공개해도

신뢰관계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건 제법은

Bukingham사에서 업무에 의해 Greenberg 자신이 획득한 기술,

기능의 일부이고, 사용의 제한을 받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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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관련 논의나 사례의 내용은 근로자로 하여금 그것을 만들도록

한 사용자가 해당 영업비밀의 권리 귀속주체가 된다는 것이 보통법

상 원칙이라고 한다.82)

III. 국내에서의 논의

1. 학설

국내에서는 다수 당사자 간의 영업비밀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①

민법의 부합 가공에 관한 규정이나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의 각종

지식재권법상의 권리 귀속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

할 수도 있다는 견해83), ②영업비밀이 발명과 저작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입장을 달리하는 특허법과

저작권법에 의하여 영업비밀의 권리귀속을 정하는 것은 불명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84), ③발명이 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업무 저작물이 법인에 귀속되는 실정법 이념에 비추어, 개개의 영업

비밀의 성격, 당해 영업비밀의 작성시에 발안자나 종업원의 공헌도,

영업비밀개발에 소요된 예산의 조달 등 제반상황에 따라 그 귀속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85)가 있다.

이처럼 국내 학설은 일본 논의의 결론과 같이 영업비밀의 성격에

82) 박준석, “영업비밀의 부정공개 및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찰”, 인권
과 정의 479, 대한변호사협회(2019. 2.), 38-39.

83) 김병일, “직무발명제도와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법률관계”, 지적재산권
법연구 4권, 한국지적재산권학회(2000. 6.), 394.

84) 윤선희 외 2명, 영업비밀보호법(제3판), 법문사(2019), 157.
85) 황의창 외 1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6정판), 세창출판사

(2011), 242, 45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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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인접 지식재산권을 유추 적용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의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판례

공동연구개발에 따라 영업비밀이 산출되었으나 해당 영업비밀의

귀속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 간 영업비밀 귀속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상호 민·형사 제소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영업비밀 귀속 분쟁시, 영업비밀 귀속에 대한 일반적인 법

리나 기준에 대하여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개별 영업비밀 귀속 관련 분쟁 사안에서, 특허법 등 인접 지식재산

권법을 유추 적용하여 영업비밀 귀속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

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 및 결정들이 확인된다. 이는 앞서 살펴

본 일본 판례와도 동일한 태도이다.

서울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2007나2000733 판결은 당사자들

간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영업비밀 귀속 문제에 대하여 판단한 대

표적인 하급심 판결로 평가된다. 위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2017나2000733 판결

영업비밀의 보유자란 당해 정보를 자신이 직접 생산, 개발한 경

우나 매매 또는 실시권 허여계약 등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는 등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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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은 “영업비밀의 보유자란 당해 정보를 자신이 직접 생산,

개발한 경우나 매매 또는 실시권 허여계약 등 법적으로 유효한 거

래 행위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는 등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특허법상 발명자주의(특허법 제

33조 제1항86)) 내지 저작권법상 창작자주의(저작권법 제2조 제2

호87))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판결은 기술적 성격을 가진 쟁점 영업비밀의 개발에 관

여한 당사자들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 이러한 당사자들은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판례88)

86)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
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8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88)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
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
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
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
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일방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구조물 형식뿐만 아니라 재질, 직

경, 이음방법 등을 제안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이거나, 일방 당

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한 마감의

방법, 플랫폼의 설치 등에 관한 결과를 반영하는 등 일방당사자

가 다른 당사자의 설계자료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간에 공동보유자의 지위를 가진다.



-45-

가 특허법상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으로 ‘실질적 기여’를 들고 있는

것과 동일한 판단 기준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법원은 영업비밀과 매우 유사한 ‘기술자료(하도급법 제2조 제

15항89))’ 개념을 두고 있는 하도급법 관련 분쟁 사례90)에서도 관련

당사자들의 ‘실질적 기여’ 여부를 판단 후 쟁점 기술자료가 당사자

들이 공유하는 정보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825 결정은 보다 직접적으로

영업비밀에 대해 특허법상 공유관계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

다는 판시를 하기도 하였다.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
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
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내용과 기술수준
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
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
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
에서 공동발명자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89) 제2조(정의)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
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90)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05 판결(대법원 2019다270750 사건
으로 심리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0. 2019카합20825 결정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유체물인 물건과 달리 무체물로서 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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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원은 ‘발명’의 성격을 띤 영업비밀에 대하여 당해 정보

를 자신이 ‘직접 생산, 개발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기여가 인정되

는 경우에 보유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국

내 다수 학설과 같이 영업비밀의 성격이 발명 또는 저작물과 같이

인접 지식재산권법으로 규율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지식재산권

법제에 따라 귀속방식을 정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IV. 소결

부정경쟁방지법 등 영업비밀 관련 법제에서 영업비밀의 귀속주체

판단 기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91), 일본 및

국내의 학설, 판례의 태도와 같이 쟁점 영업비밀의 성격에 따라 인

접 지식재산권을 유추 적용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의 귀속주체를

91) 윤선희 외 2명, 영업비밀보호법(제3판), 법문사(2019). 155.

질상 배타적 점유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는 특허의 경우 공유

지분권자의 점유로 인한 배타적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고, 특허의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허법 제99조 제3항은 민법과 달리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

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무체물

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3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무형의 지

식재산인 별지 기재 기술정보의 공유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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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영업비밀이 근본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나 저작

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작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

안,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창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에서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92)

다만, 국내 및 일본 학설93)의 비판적 견해와 같이, 영업비밀이 여

러 지식재산권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이 경우

어떤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 영업비밀의 귀속관계를 결정하여야 하

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V. 구체적 검토

이하에서 앞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해당 영업비밀의 성격에 맞는

지식재산권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연구개발 주체 간 영업비밀 귀속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보

도록 한다.

92)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93) 田村 교수는 가령 문제되는 영업비밀이 기계의 구조에 관한 설계도인
경우, 기계의 구조에 관한 발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점에서는 특허법
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종업원에게 영업비밀이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계의 설계도에 관한 저작물로서의 성격면에서 본다면
장래 사용자 명의로 공표될 경우 해당 영업비밀이 사용자에게 귀속되
는 상반된 결론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田村善之, “不正競
爭法槪說”, 有斐閣(2003).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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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과 기업의 경우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정보가 비밀로 유지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될 수 있는 영업비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기업과

의 계약에 의해서 그 귀속을 정하지 않는 한 그 비밀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이나 정보는 일단 그 종업원에게 귀속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94)

이 때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이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술에 대

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을 것95)이며, 만약 종업원이 직무상 생산한

정보가 기술정보가 아닌 경영상 정보인 경우에는 미국 판례와 같이

직무발명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권리를 가

진다고 할 것이다.96)

자유발명은 종업원에게 귀속된다는 미국 판례와 같이 계약의 유

무에 관계없이 종업원의 일반지식과 기술(general knowledge and

skills)은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종업원의 일반지식과 기술은 종업원

의 교육과 경험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간주되는 지식

과 기술을 말한다. 특히 종업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무하기 시

작할 당시에 종업원이 갖추고 있는 지식과 기술수준에 관해서는 사

용자 또는 기업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종

업원이 업무수행상 획득한 기술과 정보가 기존의 일반지식과 기술

94)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95) 다만, 국내기업 중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한 기업은 35.5%에 그친
다고 한다[특허청, “2019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산업정책과
(2019. 12.) 57.].

96) 손승우, 공정경제와 지식재산,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9) 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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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해서 획득한 경우에도 논리 필연적으로 종업원에 귀속된

다고 볼 수 없다.97)

대법원 역시 종업원이 고용되어 특정의 개발업무에 종사하면서

회사의 장비와 설비 등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개발한 정보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게 있다고 보았다.98)

판례 중에는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게임기획서, 그래픽 프로그

램 등 개발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비밀유지약정 외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약정 없이 고용 중 개발한 게임기획서 등

을 경쟁사에 이직하여 사용한 사안에 대하여, 이러한 게임기획서 등

은 피해자 회사의 비용 투자, 기술제공과 피고인들의 기여가 결합하

여 제작되었으므로 전적으로 피고인들만의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가 인정된다고 판

단하여, 저작권적 성격을 가진 쟁점 영업비밀에 대하여 종업원의 창

작적 기여와 사용자의 비창작적 기여가 결합된 경우 해당 영업비밀

을 공유로 판단한 판례도 확인된다.99)

97) 정상조, 박준석, 위의 글, 715.
9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그 내용 중의 일부는 피고
이동섭이 직접 연구·개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이동섭의 연구 내
용은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담당한 업무 그 자체이
고, 원고 회사의 기자재와 연구 설비 및 다른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연구한 것이며, 그 내용이 위 피고가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원고 회사의 영
업비밀이 되는 것이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99) 서울중앙지법 2015. 6. 19. 선고 2014노4266 판결(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0193 판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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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은,

완성품 제조업체인 대기업이 특정 부품, 성분 제조에 강점을 가진

중소기업 측에 자사 제품의 사양에 맞는 제품 개발 및 제조를 의뢰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중소기업은 기존에 보유

한 기술, 제조 설비, 연구 인력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직접 수행하

고, 대기업은 중소기업 측에 자금과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중소

기업 측의 개발 성과에 대한 검토(Feedback)를 하게 된다.

이처럼 공동연구개발 당사자들이 일정한 기여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100)의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만 영업비

밀이 귀속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공동연구개발

의 경우 쌍방이 제공한 정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성과물이 산

출되게 되므로,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기여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

기는 어렵고, 쌍방이 제공한 정보의 불가분적 결합으로 산출된 영업

비밀 내에서 각 당사자의 구체적인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 역시 매

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인에 대해서는 종업원과 사업자 간의 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발명진흥법과 같은 규정이 없고, 하도급법은 기존

에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기술에 대한 대기업 측의 기술유용행

위를 금지하고 있어, 위 규정들로 공동연구개발 당사자 간 의사를

보충하기도 어렵다.

100) 앞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형식상 공동연구개발약정이 체결되었으나,
실질상 일방당사자가 개발을 수행하였고, 다른 일방은 이를 의뢰하였
을 뿐인 위탁계약 관계라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실제 개발을 수행
한 당사자에게 영업비밀이 귀속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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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동개발당사자인 기업들의 기여사실은 인정되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기업들이 공동연구개발로 산출된 영업비

밀을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 지분은 균등하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련 판례 중에는 레이저드릴장비 제조설비의 제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개발한 회사와 위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실제 제조설비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이 두 회사 모두의 영업비밀이 된다고 판시한 사례101),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역 의뢰를 받고 비용 및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개발한 설계도 등에 포함된 영업비밀에는 용역수행 회사의 영업비

밀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설계도 등에 포함된 기술정보에는 용역

수행 회사의 권리도 남아 있다고 판시한 사례 등이 확인된다.102)

실제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제조 대기업과 협력

업체 간의 기술 분쟁사례에서, 대기업 측은 공동연구개발 성과인 부

품, 설비 개발을 위한 자사 측의 기본 사양 제공, 검토에 대한 기여

를 근거로 이러한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공동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한 중소기업 측에서는 위 공동개발 성과물을 실제 설계,

제조하는 데는 자사의 기술, 인력, 설비가 활용된 점을 주장하며, 공

동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을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하

다.103)

101) 인천지법 2017. 9. 21. 선고 2013노3165 판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6545 판결로 확정).

102) 부산지법 2015. 6. 19. 선고 2012노3924 판결(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0703 판결로 확정).

103) 손승우, 공정경제와 지식재산,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9), 31-32.(이와
관련하여, 1998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중공업에 피스톤을 독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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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기술 분쟁 사례]104)

해오던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의 요구로 부품제조공정도와 제품검사
기준서 등 기술자료를 현대중공업에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정한 공정위 결정과 이와 별개로 현대중공업 엔진 부품을
납품한 삼영기계 측이 현대중공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협
력업체로서 미생물을 활용한 오염제거 전문업체인 BJC간에도 자동차
도장공장의 순환수 저감 기술에 대한 분쟁이 계속 중이다.).

104) 2020. 10. 현재 인터넷 뉴스 기사를 통하여 당사자 및 진행경과를 확
인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다.

105) 인사이트 코리아,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톱텍과 영업비밀 침해 둘러
싼 ‘법적공방’”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04)
(2019. 10. 31.)(2020. 12. 15. 확인).

106)뉴스1, “현대차-중기 기술탈취 공방 3라운드... BJC ‘대법원에 상
고’”(https://www.news1.kr/articles/?3721210)(2019. 9. 17.)(2020. 12.
15. 확인).

107) 중앙일보, “현대중공업, 하청 기술 뺏고 거래 끊어…기술 유용 행위 역
대 최고 과징금 부과”
(https://news.joins.com/article/23833457)(2020. 7. 26.)(2020. 12. 15. 확

당사자 분쟁내용 진행경과

삼성디스플레이

/톱텍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장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105)
1심 진행 중

현대자동차

/BJC

악취제거기술 유용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106)
상고심 진행 중

현대중공업/

삼영기계

선박엔진부품 기술자료 유용 관련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및

하도급법위반 사건107)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

형사사건 1심

진행 중 /

하도급법위반

사건 : 공정위

과징금 의결
두산인프라코어

/이노코포레이션

에어콤프레셔 기술자료 유용에 따른

하도급법위반 사건108)
1심 판결

LG화학

/협력회사

휴대폰 배터리라벨 기술자료 유용에

따른 하도급법위반 사건109)
공정위

과징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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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법원은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인 영업비밀 귀속 주체

에 대한 판단을 장기간 유보하거나 앞서 살펴본 하급심 판결과 같

이 어느 당사자도 만족시킬 수 없는 공유관계로 결론짓는 경우가

많아,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3. 대학교수 발명의 경우

대학교수의 발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내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에게 승계되게 되므로 약정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제가 특정되거나 이에 대한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은

일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기 어렵

다는 이유로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이라고 판단될 것이고,110) 이

경우 대학교수가 연구성과물을 영업비밀로 유지할 경우, 해당 영업

비밀은 대학교수에게 귀속되게 될 것이다.111)

인).
108) 경향신문, “법원 ‘손해 입히려 한 목적만으로도 위법‘…하도급업체 기

술 빼돌린 대기업에 첫 철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290
600005#csidx622ff62d0926b39bf2fc215642061aa)(2020. 7. 29.)(2020. 12.
15. 확인).

109) 한국일보, “하청업체 특허기술 빼돌려 자회사에 넘긴 LG화학”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
1&oid=469&aid=0000065604)(2015. 5. 26.)(2020. 12. 15. 확인).

110) 정상조, “대학교수의 특허권”,법조 524호, 법조협회(2000), 84-85, 구대
환, “직무발명의 귀속과 보상”,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3호, 서울대
학교 법학연구소(2005), 174.

111) 조영선, “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의 사용·공개와 영업비밀 침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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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

제1절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의 발생

I.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의 성립

영업비밀이 일방 당사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다수 당사자 귀속되

는 경우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공동소유관계는 민법 제278조112)에 따른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준공동소유관계’에 해당할 것이다.113)

이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는 특허법 제33조 제2항과 같은

공동소유관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영업비밀의 준공동소

유관계에 대해서는 민법 제2편 제3장 제3절 소유권 규정에 따라 규

율하되 특허법 내지 저작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유

추적용 하게 될 것이다.

공동소유관계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다.114)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공동소유의 원인이 되는 법령은

권과정의 483, 대한변호사협회(2019. 8.), 110.
112)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

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113) 곽윤직 외 1명, 물권법(제8판), 박영사(2015),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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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 규정(제1006조115))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뒤에서

살펴볼 내용과 같이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의 합유적 성격에 비추

어 상속에 따라 후발적으로 공동소유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상정하

기 어렵다. 따라서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영업비밀 공동소유는 대부

분 당사자 간 법률행위, 즉 당사자 간 의사에 의하여 성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 간 공동소유의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

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116)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로 개발과정에서

산출된 영업비밀을 공유로 약정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특허 등 다른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 정

보를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독점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것이

라는 점에서, 자금을 제공하거나 핵심 기술을 제공한 일방 당사자에

게 영업비밀을 귀속시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따라서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는 영업비밀 공동연구개발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보다 많을 것이며, 근로자의 고용상태에 따라 기업 또는 근로

자 일방에게 영업비밀이 귀속되게 되는 기업과 근로자, 교수와 대학

등의 관계가 아닌, 당사자 간 기여도에 따라 영업비밀 귀속을 정하

게 되는 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는 영업비밀 개발에 기여한 영업비

114) 곽윤직 외 1명, 위의 글, 284.
115)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

은 그 공유로 한다.
116)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물권(2)](4판), 박영사(2011), 39.



-56-

밀 공동소유권자들 뿐 아니라, 이러한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와 이

러한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 중 일부로부터 유효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한 당사자 간에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II.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의 요건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의 전제로 해당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춰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영업비밀 공동소

유권자 간에는 해당 영업비밀을 영업비밀로서 유지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117)118) 이러한 합의는 공

동연구개발에 앞서 일반적으로 체결되는 비밀유지계약 형태로 나타

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지분의 양수 등으로 후발적으로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에 참여하

게 되는 공동소유권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합의가 그대로 승계되지

않을 것이나, 뒤에서 논의될 내용과 같이 영업비밀의 지분을 처분할

경우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후발적으로 영업비

밀 공동소유관계에 참여하는 자는 지분 양수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영업비밀 귀속

117) 황의창 외 1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6정판), 세창출판사
(2011), 171.

118) 박준석, “종업원의 직무발명과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 대학(원)생이
관여한 발명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33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0. 1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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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단할 때 인접 지식재산권 법률을 유추적용 한 내용과 같이, 해

당 영업비밀 성격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당사자의 기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 유사의 기술적 성격을 가진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특허법상

공동발명의 판단기준인 실질적 기여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기술적 성격을 가지지 않은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창작

적 기여 사실에 따라 당사자의 영업비밀 개발에 대한 기여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119)

기술적 성격을 가진 영업비밀에 대한 ‘실질적 기여’ 요건과 관련하

여, 판례는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09다75178 판결과 같이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

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라

고 판단하고 있다.

판례상 인정되는 ‘실질적 기여’의 정도란 다음과 같다고 한다.120)

119) 이에 대하여 영업비밀이 발명 및 저작물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등
어떤 지식재산권 법제에 대응될 수 있는지 불명확하여 공유관계 성립
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윤선희 외 2명, 영업
비밀보호법(제3판), 법문사(2019), 157.].

120) 정차호 외 2명,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
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중앙법학회(2017. 10.),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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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성격을 가지지 않은 영업비밀에 대한 ‘창작적 기여’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121)는 “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12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
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그 제2호에서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그 제
13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
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

①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적극적으

로 관여하거나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② 단순한 보조자, 조언자, 자금의 제공자, 사용자로서 피용자에

게 단순히 창작을 할 것을 지시한자,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자, 통상 업무범위의 업무수행자 및 요청한 바에 따라 장치를

제작한 장치제작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지시 또는 계약에 따라 계약 당사자로서 세부적인 설계도면의

작성 및 기계제작 등의 용역을 제공한 자는 공동발명자에 해

당되지 않는다.

④ 발명의 성립과정에서 착상의 제공자와 착상을 구체한 자로 나

누는 경우

-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착상의 제공

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수단을 제시하여야 한

다.

- 착상을 구체한자라 할지라도 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구체화 수단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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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

작자가 된다.”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공동저작자로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는 ①저작물의 창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한 자, ②창작

행위를 하는 자에게 힌트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추상적 지시를

한자, ③저작자의 지휘·감독 아래 그의 수족으로서 작업에 종사한

자, ④창작행위를 하는 저작자에게 자료나 기록의 제공, 장소의 준

비, 자금의 원조 등 물리적인 협력을 제공한 자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122)

제2절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의 법적성격

I. 서론

지식재산권자 간의 공유관계는 민법상 준공동소유관계에 해당하

며, 이러한 준공동소유관계에는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관계가 있

다.123)

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
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 저
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
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122) 오승종, 위의 글, 189.
123) 곽윤직 외 1명, 위의 글,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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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공동발명에 대한 특허법 제99조 규정, 공동저작물

에 대한 저작권법 제48조 규정에서는 공유특허권 및 공동저작의 권

리관계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법률 규정은 특허권 및

저작물의 공동소유관계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124)

이에 따라 이들 권리에 대한 공동소유관계가 민법상 (준)공유 또는

(준)합유 관계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권리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

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반면,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특허

권 및 저작권의 공동소유관계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에 따라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도

검토해본다.125)

II. 특허권 공동소유관계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

특허권 등의 공동소유관계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견

해의 대립이 있다.

1. 합유설

특허권 등의 공유자들 중 1인이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124) 우원상, “산업재산권의 공동소유 관계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지식재
산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지신재산연구원(2015), 9.

125) 장낙원, “특허권 등의 공유자에게 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
법원판례해설 제102호, 법원도서관(2014), 408(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논의가 디자인권, 상표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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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유인 특허권에 관한 심판을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특허권 등의 공유자의 행위에 대

하여 가하여져 있는 여러 제한에 비추어 보면, 특허권의 공유는 민

법상의 공유와 다르고 합유 또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다는

입장이다.126)

2. 공유설

특허권 등의 공유자들 중 1인이 지분을 처분함에 있어서의 제한

은 공유자들 사이에 공동목적이 있거나 단체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무채재산권의 특수성에 유래하는 것이어서 민법상의 공유와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동발명을 통하여 원시적으로 특허권을

공동취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동발명자 사이에 조합 혹은 이와

유사한 신뢰관계나 인적 결합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하물며

공동발명이 아닌 지분의 양도나 강제집행, 상속, 회사의 합병 등에

의해 특허권의 공동소유관계에 놓인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인적 결

합을 의제하기 어렵다고 한다.127)

3. 판례

대법원은 종래 특허권 등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

지고 있다고 판시하여 왔다.

126) 정상조, 박성수 편집, 특허법 주해 I,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박영
사(2010), 1224-1225(박정희 집필부분).

127) 조영선, “특허권 공유의 법률관계”, 법조 654호, 법조협회 (2011. 3.),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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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그 후 종래 입장과는 달리 특허권 등의 공동소

유관계는 원칙상 민법상 공유로서 특허권 등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 민법상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

시하기도 하였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후111 판결

각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양도 또는 그 지분

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특허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특허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

구인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공유인 특허권에 관한 심판절차는 공

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

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을 설정할 수도 없는 등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만, 이러한 제약은 상표권이 무체재산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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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저작권 공동소유관계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

학설은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이 제48조를 통하여 공동저작권을 민

법상 공유와는 다른 특수한 소유형태로 규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28)

공동저작자는 공동창작으로 작성된 공동저작물에 대한 각자의 기

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밀

접한 인적 결합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준공유

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합유에 가까운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견

해,129) 공동저작자의 상호관계는 민법상의 공유관계나 합유관계에

준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보다는 공동저작자간의 독특한 필요에 의

해서 형성된 특수한 공동보유관계로 보는 견해130), 실제 공동저작자

간 긴밀한 인적결합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동저작자의

처분 및 행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민법상 공유관계로 보는

128) 조영선,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론”, 법조
642호, 법조협회(2010. 3.), 124.

129) 이해완, 위의 글, 409.
130) 정상조, “저작권의 공동보유”,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서울대학교 법

학연구소(1999). 209.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표권의 공유자들이 반

드시 공동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상표권

을 소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에 상표권의 공유

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상표권의 공유

에도 상표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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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타당하다는 견해131)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른 공동저작자들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

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법, 의장법상의 특허권·의장권의 공동보유에

대해서, 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공동보유인 특허권·의장권에 관한 심판절차는 공동보유자 전원에게

획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기도 하고 있다.132)

IV.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의 법적성격

현재 국내에서 영업비밀의 공동소유관계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다

루고 있는 학설이나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영업비밀 귀속관계 판

단과 같이 인접 지식재산권 규정을 유추적용하려 해도, 특허권 및

저작권의 공동소유관계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도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소유관계에 대한 기본법인 민법규정(민법 제

278조133))에 비추어 본다면, 영업비밀의 공동소유관계는 (준)합유 관

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합유 관계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민법 제

271조 제1항134)). 또한 합유는 합수적 조합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131) 조영선, 위의 글, 126-127.
132)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후111 판결.
133)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

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134)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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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으로 조합이 성립하는 경우에 그 조합재산에

관하여 합유가 성립하게 된다(민법 제703조135)). 이와 관련하여 영업

비밀의 공동소유관계 역시 기업-종업원의 고용관계, 대기업-중소기

업, 기업-대학교수, 대학 등의 일정한 인적 결합관계에서 영업비밀

을 비밀로 유지하며 독점적인 이익을 향유한다는 명시적, 묵시적 합

의에 따른 일종의 합수적 조합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산업재산권의 공동소유관계의 성격을 공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서는 공동소유권자 간 공동발명 등을 통하여 산업재

산권을 공동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 혹은 이에 유사한 신뢰관계나 인적결합이 성립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36)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의 경우, ①개념 정의상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인 영리적 성격의 영업비밀을 ‘공동’연구개

발 과정을 통하여 획득하고, ②이러한 영업비밀에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동소유권자의 기술, 정보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됨에 따

라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여 성립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명시적인 비밀유지약정 또는 신뢰관

계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라는 인적결합관계에 있는 영업비밀 공동소

유권자들에게 영리적 성격을 가진 불가분적 영업비밀을 독점 보유

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
유물 전부에 미친다.

135)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136) 조영선,“특허권 공유의 법률관계-특허법 제99조의 해석론과 입법론”,
법조 제60권 제3호, 법조협회(2011), 66, 우원상, 위의 글, 25.



-66-

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137)’까지 인정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영업비밀에 주로 유추적용 되는 특허법이 지분 양도의 제

한(제37조 제3항138)), 질권 설정의 제한(제99조 제2항139)), 실시권 설

정의 제한(제99조 제4항140)), 공동출원의 제한(제44조141)), 존속기간

연장 등록출원의 제한(제90조 제3항142), 제92조의3 제3항143)), 심판

137)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
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
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
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
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
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
동사업을 위하여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
들 사이에서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
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하여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이
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38)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③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139)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140)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141) 제44조(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
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142)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③ 특허권
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
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143) 제9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



-67-

의 당사자(제139조 제3항144)) 등 합유적 성질을 전제로 한 특별 규

정을 다수 두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에서도 이용의 제한 및 지분

양도와 담보 설정의 제한(제48조 제1항145))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산업재산권의 공동소유관계의 성격을 공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산업재산

권 개별 규정에서 공동권리자의 이익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유

규정에 상응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평가한다.146)

그러나 민법상 공동소유 관계의 특별법인 이들 특허법, 저작권법

에 입법자가 별도로 합유에 상응하는 규정을 둔 것은 단순히 공동

권리자의 이익균형을 고려한 특칙이라고 그 의미를 평가절하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지식재산권을 합유적 관계

로 규율할 의사로 민법상 합유에 상응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 간의 권리관계 역시 이러한 영업

비밀의 합유적 성격을 전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144)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③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
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145)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
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146) 우원상, 위의 글, 25, 강명수, “공유특허의 분할청구”, 지식재산정책
2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5. 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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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의 권리관계

I. 서론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영업비밀이 당사자들의 공동소유로 판단된

경우에도, 영업비밀의 공동소유권자 간 비밀유지의무, 지분 산정, 공

동소유권자의 이용 및 실시 범위, 공동소유권자의 처분 범위 등의

문제가 남게 된다.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 간 권리관계에 대하여 국내외 학설147) 및

판례148)는 앞서 살펴본 영업비밀의 귀속 관련 논의와 마찬가지로,

영업비밀이 대체로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거나 저작권법상의 저

작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영업비밀의 성격에 대응되는

지식재산권 법제상 공동소유관계 규정에 따라 영업비밀 공유관계를

규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영업비밀 보호 법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내용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비밀 공동소유권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47) 박준석, “종업원의 직무발명과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 대학(원)생이
관여한 발명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33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0. 12.), 37.(영업비밀이 공유되는 경우에 대한 법적규율은 영업비
밀의 특성을 고려한 취급이 필요한 때를 제외하면 대체로 발명자권
등의 공유에 대한 특허법이 준용될 것이다.).

1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0. 2019카합20825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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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외국에서의 논의

1. 일본의 논의

일본 법원은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약정이 없

는 경우, 쟁점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조항에 관련하여

사용관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되고 있다.149)

일본에서도 공동소유관계에 따른 지분관계와 관련하여, 공헌도에

따라 지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기여도

산정이 어려울 경우 각 당사자가 균등한 지분을 가진다고 보는 것

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본다.150) 양 당사자의 기술력 차이가

현저한 경우라면, 비용의 부담 등의 다른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지

분 산정을 상정해 볼 수도 있다고 한다.151)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에 대해서는 개별 지식재

산권의 공유관계에서의 이용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

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에 대해서는 자기이용의 경우에는 다른 공유

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152) 이는 공유지분의 양도의 경우 다

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와 동일하다. 반면 저작권의 경우는

149) 高橋利昌, “共同研究開発をめぐる裁判例の分析“, 判例タイムズ 1407
(2015. 2.), 44.

150) 元芳哲郞, “公同開發契約 -成果の 歸屬と 利用を 中心に”, 判例タイム
ズ 1275(2008. 10.), 29.

151) 元芳哲郞, 위의 글, 29.
152) 特許法 73條 3頁, 實用新案法 26條, 意匠法 36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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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사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153)

한편, 일본에서는 생산위탁회사 또는 생산청부회사에게 생산을 의

뢰한 경우, 이것이 자기이용인지, 실시허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①양사 간에 공임 지불에 따

른 제작위탁계약이 존재할 것, ②제작과 관련한 원료의 공급, 품질,

규격 등이 권리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을 것, ③생산제품은 전량 권

리자에게 인도되고, 이외 판매되는 것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

되는 경우, 하청업자는 권리자인 생산위탁자의 기관에 불과하여 실

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154) 따라서 생산

위탁이나 하청의 경우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수직적 공동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생산위탁을 전제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155)

일방 당사자가 제3자에게 생산위탁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사자의 약정 내

용에 ①다른 당사자의 기존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 대한 경쟁사로

볼 수 있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판매나 다른 당사자의 상권에 대한

판매금지 및 판매행위와 결부된 이용허락의 금지, ②실시 또는 제품

판매 등과 관련한 동의와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 동의해야 한다는 것, ③판매대리점의 이용 금지 등의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156)

일본에서도 국내 논의와 동일하게 당사자의 판매 능력에 차이가

153) 著作權法 65條 2頁.
154) 大判昭 13. 12. 22. 大審院民事判例集 17券24号2700頁 등.
155) 元芳哲郞, 위의 글, 33-34.
156) 元芳哲郞, 위의 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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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공동개발에 대한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는 이익을 각 당사자

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

하기 위하여 실시권 허락에 따른 수익을 우선 개발비용에 충당하고

여유분은 당사자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

해도 있다.157)

공유지분의 처분과 관련하여 일본 지적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

법, 의장법, 저작권법)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데158), 이는 공유자가 자유롭게 해당 지식재산권을 실시 가능한 경

쟁자 지위에 있는데, 양수인의 자력이나 경영능력에 의하여 자신의

공유지분의 재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

다.159)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제3자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청구는 각 공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160)

2. 미국의 논의

미국에서 비공지성 유지를 요건으로 하는 영업비밀을 복수 주체

가 공유하는 것은 희소한 경우에 해당하며161), 양 당사자의 특약이

나 별도의 주법상 규정이 없음에도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경우는 상

정하기 어렵다고 한다162).

157) 元芳哲郞, 위의 글, 34.
158) 特許法 73條 1頁, 實用新案法 26條, 意匠法 36條, 著作權法 65條 1頁.
159) 元芳哲郞, 위의 글, 30.
160) 元芳哲郞, 위의 글, 31.
161) Gary H.moore, “Joint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and Approaches in Strategic Alliances,” 1260 PLI/CORP, 313,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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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에서도 영업비밀의 귀속에 대한 별도의 법규는 존

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163), 영업비밀의 공동소유에 관한 법률은 상

표권과 저작권에 관한 법률만큼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된다.164)

다만, 미국 판례가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영업비밀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종업원이 행한 것이 발명이라면 직무발명 원칙이 적용되

고, 그 이외의 성격을 가진 영업비밀에서는 사용자가 해당 영업비밀

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보통법상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볼 때,165) 미국 법원 역시 영업비밀의 공동소유권자의 권

리에 대해서도 해당 영업비밀의 성격과 관련된 지식재산권법 규정

에 따라 권리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판례는 특허권에 대한 것이긴 하나 당사자

간 합의가 없을 경우, 특허권 공유권자들의 특허권은 공동지배하에

있다고 판단하였다166). 또한, 미국 판례는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들

은 영업비밀의 처분, 이용행위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

고, 비독점적인 통상실시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설정할 수

162) Mary Margaret Styer et al., “A GUIDE THROUGH THE
LABYRINTH: EVALUATING AND NEGOTIATING A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DEAL”. Boston
University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Boston
University(2005), 229.

163) Robert S. Bramson, “Intellectual Property as Collateral — Patents,
Trade Secrets, Trademarks and Copyrights”,The Business lawyer
vol 36, American Bar Association(1981), 1575.

164)Melody Lankford, “Joint Ownership and Intellectual Property”,
https://www.lankfordlawfirm.com/blog/joint-ownership-intellectual-pr
operty(2020. 10. 20. 확인).

165) 박준석, “우리법상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 산업재산권
38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2012. 8), 38-39.

166) Willingham v Lawton, 555 F 2d 1340, 1344 (6th Cir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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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고 있는데167). 이는 미국 특허법이 국내 특허법과 달리 영

업비밀 공동소유권자들에 대하여 자기실시 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실시권 허락, 처분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168)169)

이와 관련하여 B. F. Gladding 사건170)에서도 미국 법원은 다음과

같이 두 회사가 공동으로 영업비밀을 개발한 경우 두 회사는 영업

비밀을 공동 사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 어느 한 회사

에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느 당사자도 의도치 않았

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167) Shering Corporation v Roussel-UCLAF SA, 104 F 3d 341, 344(Fed
Cir 1997).

168) John M. Neclerio and et al., “Joint Ownership of Patents,
Copyrights and Trade Secrets in the United States”, Duane
Morris LLP(July 15, 2011), 12.

169) 35 USC §262.Joint owners In the absence of any agreement to the
contrary, each of the joint owners of a patent may make, use,
offer to sell, or sell the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 the patented invention into the United States,
without the consent of and without accounting to the other
owners[제262조(공동소유자) 계약서에서 반대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
우, 특허의 각 공동소유자는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동의 및 해명
없이 특허 발명품을 미국에서 제조, 사용, 판매청약 또는 판매를 하거
나 또는 특허 발명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다.].

170) B. F. Gladding & Co., Inc. v. Scientific Anglers, Inc.245 F.2d 722,
729 (6th Cir. 1957).

[B. F. Gladding & Co., Inc. v. Scientific Anglers, Inc.]

Gladding사는 쟁점 영업비밀이 공동개발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Gladding사와 Scientific사의 별개 약정에 따르면 쟁점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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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 법원 판례 중에는 불법행위법 주해와 같은 일반법에서

일방의 자기 실시에 따른 이익 분배 근거를 찾으려 시도한 예도 확

인되나171), 영업비밀의 독점 사용에 따른 이익의 산정 및 분배에 대

171) Hahn & Clay v. A.O. Smith Corp., 320 F.2d 166, 170 & n.11 (5th
Cir. 1963).

이 여전히 Gladding사의 독점적인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다.

Gladding과 Scientific의 약정 제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당사자는 약정기간 동안 권한 없는 자에게 상대방 당사자의

영업에 관한 제조법, 공정, 기계, 장비(비밀 기타 등)을 공개 및

누설하지 않는데 동의한다. 각 당사자들은 약정 기간이나 그 이

후에라도 다른 당사자가 이러한 영업비밀을 공표하지 않는 한,

권한 없는 자에게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약정기간 취득한 영업

비밀을 공개 및 누설해서도 안 된다.’

위 제8조는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내용의 약정이며, 양

측이 공동으로 개발한 영업비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

다. 나아가 약정에 이러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 개발된

영업비밀은 다른 당사자의 부정공개로부터 보호된다.

이상과 같이 당사자간의 약정 내용을 주의 깊게 해석해보더라도,

1심 법원이 Scientific사가 사용하고 있는 쟁점 영업비밀이

Gladding사의 단독 소유가 아니며, 양 당사자가 그들의 노력의

성과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내용에는 잘못이 없

다고 할 것이다.



-75-

한 명문 규정이 없음은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다.

영업비밀 공유자라 하더라도 상호간에 영업비밀성을 유지할 의무

를 위반할 경우 침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동일하

다.172)173) 또한, 영업비밀 공유자들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각자 제소할 권한이 있다.174)

3. 국내의 논의

가. 서론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에서 공동소유관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영업비밀에 준

공동소유관계에 대해서는 민법 제2편 제3장 제3절 소유권 규정에

따라 규율하되 특허법 내지 저작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유추 적용하게 될 것이다.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에 유추적용해 볼 수 있는 기본법인 민법

상 공유 및 합유 규정에 따른 권리관계와 저작권법, 특허법상의 공

동소유관계에 따른 권리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75)

172) B. F. Gladding & Co., Inc. v. Scientific Anglers, Inc.
173) Melody Lankford, 위의 글.
174) DTM Research, L.L.C v. AT&T Corp., 245 F.3d 327, 331-32(4th

Cir. 2001).
175) 조영선,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론”, 법조

642호, 법조협회(2010. 3.), 120-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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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저작권법 특허법

공유 합유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

자유
(제263조)

전원 동의
(제273조
제1항)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

필요
(제48조 제1항)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

필요
(제99조 제2항)

자기이용

지분
비율로
전부이용
가능
(제263조)

지분
비율로
전부이용
가능
(제263조)

자유
(제99 제3항)

권리의
행사

관리 :
지분과반
수로
결정
(제265조)

관리 :
지분과반
수로 결정
(제265조
유추)

전원합의
(제48조 제1항)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
필요 :

전용·통상실시권
설정시

(제99조 제4항)
목적물
(권리)의
처분, 변경

전원합의
(제264조)

전원합의
(제271조)

수익의
배분

지분비율
분할채권

조합의
경우, 각자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배분
(제711조
제1항)

창작에 이바지
한 바에 따라
배분

(제48조 제2항)

금지청구
각자(보존
행위)
(제265조)

각자(보존
행위)
(제265조
유추)

각자
(제129조,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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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의 비밀유지의무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에서 연구 성과가 공

표될 경우 비공지성 내지 비밀관리성 요건이 결여되어 영업비밀로

서의 보호가 부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들은 계약관계 등이 있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부

담하게 된다. 학설과 판례176)에 따르면,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계약관

계에 준하여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본다.177)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 중 일방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는 공동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의 불능이 확정되어 조합체가 해산

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민법 제274조 제1항178)).

비밀유지의 신뢰관계는 라이선스 계약 또는 사업의 매매 등의 계

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비밀

유지의무를 규정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영업비밀이 계약 체결이라는 일정한 제한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었으며, 통상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교섭 당사자는 당해 영업비밀에 관하여

사용·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의칙상의 묵시적 비밀유지의무를 부

담한다고 할 것이다.179)

17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177) 편집대표 정상조,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박영사(2020), 353(박준석 집

필부분).
178)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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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떤 회사의 종업원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기술정보(발명

이 될 수 있는 기술적 사상 포함)가 그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면, 설사 그 공동창작자 중 한명이어도 이러한 기술정보를 자유

롭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가 이러한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영

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된다(서울고법 2015. 11. 27. 선고 2014나

12203 판결)”라고 판시하며,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라 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동연구계약 당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당연하

며, 직접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관리

하는 지식재산관리자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180).

비밀유지 대상인 정보는 공동소유의 대상인 연구성과물은 물론 공

동연구 수행 중 취득하게 된 연구과제 이외의 관련 결과물 및 연구

성과물 그 자체가 아니 연구수행 및 지식재산관리 과정에서 취득하

게 되는 관련 정보도 비밀유지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181)

비밀유지기간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너무 장기간으로 설정

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182)

이러한 비밀유지기간의 문제는 주로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전직금

179) 윤선희 외 2명, 영업비밀보호법(제3판), 법문사(2019), 159.
180) 신재호 외 1명, “대·중소기업간 공동연구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에 관한 검토”, 산업재산권 36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2011),
160.

181) 신재호 외 1명, 위의 글, 159.
182) 신재호 외 1명, 위의 글, 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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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처분에 대한 분쟁에서 다루어진다. 사용자가 아무런 보호이익이

없음에도 종업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된 사안같

이 권리남용의 요건에 맞는 특이한 상황 외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상 전직금지약정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된다.183)

전직금지 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영구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며,184) ①보호

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퇴직 경

위, ④근로자에 대한 대상 제공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

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185)186)

183) 한국특허법학회, 영업비밀보호법, 박영사(2017), 441(이규홍 집필부분).
18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

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
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
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
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
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
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
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
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185)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186) 우리 법원은 대체로 전직금지기간을 1년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하

다고 한다(이규홍, 위의 글,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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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 간 지분 산정

영업비밀 공동보유개발 당사자 간 지분 비율에 대한 약정이 있다

면 그에 따라 영업비밀 보유지분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이

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연구성과물의 완성에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보유지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187) 이는 민법에서 별

도 약정이 없을 경우 조합원의 손익분배 비율은 출자가액에 따른다

고 규정한 내용(제711조)에도 상응할 것이다.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지분율 산정과 관련된 판례로는, 제약회사와

그 근로자 간 발명에 대한 공헌도에 대하여 판단하며 사용자인 피

고인의 공헌도와 발명자에 대한 보상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

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09. 10. 7. 선고 2009나26840 판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들은 지분율 산정의 구체적인 수치적 근거

까지는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긴 시간과 복합한 노력이 얽힌

결과물인 특허발명에 있어, 관여한 다수 당사자의 기여도를 평가하

여 그 중 한 당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는 법적 평가 과정이

간명한 수치로만 평가되기 곤란한 사정을 드러낸다.188)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상 공동발명 관계에서 지분산정 방안에 대

해서도 국내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189)

187) 신재호 외 1명, 위의 글, 147.
188) 박준석, “종업원의 직무발명과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 대학(원)생이

관여한 발명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33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0. 12.), 40.

189) 이하의 공동발명 지분산정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정차호 외 2명, “구성
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
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특허청(2018. 12.), 198-2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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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설로는 ①착상의 독창성의 대소, 공동연구개발에 소요된

시간의 정도, 공동발명 완성시까지 투입한 인적요소, 공동연구개발

을 위해서 이용된 설비 내지 투하된 기재 등 유무 및 양의 대소, 연

구개발 자금부담의 유무 및 그 정도,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는 코바야시 타케오(小林健男)의 견해, ②발명의 특징적

구성요소를 파악한 이후, 원리 또는 모델에 관여한 자 외에 주관적

관여가 없거나 불가결한 기여를 하지 않은 자를 제외하여 발명자를

특정하고, 원리 및 모델에 기여한 중요도 및 기여도를 산정하여 지

분을 산정한다는 카케야마 코우타로우(影山光太郎)의 견해가 있다.

국내학설로는 정차호의 당해 공동발명을 구성하는 청구항에서 공

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분한 후 개별 신규요소의 중요성 및 이에

대한 공헌도를 결정하여 산식을 적용하는 견해가 있다.

다만, 이러한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 산정 방식 역시 발전 초

기의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어 검토되어야 할 쟁점이 많을 뿐 아니

라190), 실제 적용에서는 구체적 사례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수성 및

당사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지분 산정이 어려움은 앞서 살펴본 내

용과 같다. 나아가, 특허 출원을 전제로 개별 청구항에 대한 기여도

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위 견해들을 영업비밀 지분 산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도 뚜렷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민법은 공유관계에 대해서는 균등 추정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262

조 제2항), 합유관게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만, 민법은 준공동소유관계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칙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278조), 이에 따르면 기여율을 평

가하는 작업이 어려울 경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지분에 관한

190) 정차호 외 2명, 위의 글,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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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8조 제2항의 취지를 준용하여 공동소유권자 간 지분이

균등하다고 추정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91)

대법원 역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성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

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

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

결).”고 판시하며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하급

심 판결이 위 대법원 법리에 따라 균등지분 추정을 인정하기도 하

였다.192)

따라서 영업비밀의 경우에도 지분율 산정이 어려울 경우 학설 및

판례의 견해와 같이 민법 제262조 제2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지분비

율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193)

191) 박준석, 위의 글, 41.
192) 대전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2가합 37415판결(2심은 특허법원

2017. 11. 30. 선고 2016나189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4가합23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가합
5122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517131 판
결 등.

193) 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기여도 산정이 어려우나 극히 미미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에 대해서도 영업비밀의
공동소유권자로서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과연 형평에 부합하
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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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의 자기실시

영업비밀의 공동소유권자는 기술적인 성격을 가진 대부분의 영업

비밀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에 준하여 자유롭게 영업비밀을 독자 실

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자기실시의 경우라면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 따른 자유로운 자기실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별도의 특약

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연구

성과물 전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민

법이 합유인 조합재산의 이용에 대하여 규약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각 조합원이 각자의 지분에 의하여 개인적인 사용권이 아닌 조합업

무의 집행으로 합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상응한다(민법 제

271조 제1항194), 민법 제706조 제3항195)).

공동소유권자 중 일부가 해당 영업비밀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을 분배하여야 하는지도 문제된다. 해당 영업비밀이 발

명 유사 기술적 성격을 가진다면, 공유자 각자에게 자유실시를 허용

하는 특허법 제99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영업비밀을 실시하여 얻

은 이익은 실시자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민법상 조

합의 조합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받는 내용(민법 제711

조196))에 대한 특칙이라 할 것이다.

194)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
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
유물 전부에 미친다.

195)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
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
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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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발명 유사 기술적 성격을 가진 영업비밀의 경우에도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조능력, 판매능력, 홍보능력

상 차이로 인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자기실시에 따른 수익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공유자 상호 자유실시라는 형식적

평등이 자기실시에 의한 수익의 차이로 실질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권리자의 자유로운 무상실시에

대하여 이를 수정·보완하는 특약이 필요할 것이며, 가령 지분에 따

른 실시료를 타 공동 권리자에게 상호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197)

이러한 약정내용과 관련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개

발에 있어 가능한 자기실시 조건으로, ①연구성과물을 중소기업 단

독 소유로 하고 대기업은 일정 기간 전용실시권을 보유하되 제3자

에게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는 방안, ②연구성과물을 중소기업 단독

소유로 하고 대기업의 우선실시권을 보장하는 방안, ③연구성과물은

대기업 단독 소유로 하고 중소기업에 독점 실시권을 부여하되, 대기

업은 중소기업이 연구성과물을 실시하여 제조한 제품을 정당한 가

격에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 ④연구성과물은 대기업의 단독 소유로

하고 중소기업에게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되, 대기업이 제3

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한 경우 대기업과 중소

기업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수익의 일정액을 중소기업에 분배하

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198)

196)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
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197) 신재호 외 1명, 위의 글, 150.
198) 신재호 외 1명, 위의 글, 151-152.



-85-

한편, 특허권 공유관계와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에서

도 영업비밀 공유자 중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경쟁업체이기

도 한 동종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며 제품 사양, 설계도면 등의 영업

비밀 자료를 제공한 경우와 같이 생산위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영

업비밀을 제공한 경우를 자기실시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

고, 이에 대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만일 공유자 중 1인의

하청행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실시권을

허락하는 결과가 되어 특허법 제99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게 되고,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하면 공유자 중 1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

가 있기 때문에 공유자 간의 자기실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199)

이에 대하여 일본 판례와 같이 국내에서도, 하청을 받은 자의 영

업비밀 사용행위가 하청을 준 공유특허권자 중 1인의 자기실시에

해당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소위 대행기관설).200) 즉, 공유자 중의 1인이 하청업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 물건을 제작시키는 계약이 존재하여야 하고(납품계약의 존

재), 하청업자는 물건의 제작에 있어 원료의 구입ㆍ제품의 모양 및

품질 등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

야 하며(지휘ㆍ감독 관계), 하청업자가 제작한 물건이 공유자에게

전부 인도되고 하청업자는 다른 판매행위 등을 하지 않는(전부인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위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로부

터 하청을 받은 타인의 사용행위는 다른 공유소유권자의 동의가 없

199) 정차호 외 2명, “공동연구계약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특허청(2016.
12. 7.), 81.

200) 황종환, 특허법(개정9판),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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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될 것이다. 이 때 관련 영업비밀의 공동

소권유자도 하청업자 등과 함께 다른 공동소유권자들에 대하여 영

업비밀침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다.201)

한편 발명의 성격을 갖는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영업비밀 공동소

유자권가 기본발명인 공유발명을 이용 및 개량발명을 한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기실시로서 허용되는지 문제될 수 있

다.

이용발명의 경우 특허법 제98조202)에 따라 기본발명의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이용발명의 실시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소유권자 중 1인이 이용발명을 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98조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203) 특허법 제9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용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볼 것이

다.204)

한편 공동소유의 대상인 영업비밀이 기술적 성격을 갖지 않고 저

작물과 유사한 성격을 가질 경우, 기술적 성격을 전제로 특허법상

201) 정상조, 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2010), 1226(박정희 집필부분).
202)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
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
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
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203) 임병웅, 이지 특허법(2004. 7.) 782.
204) 황종환, 특허법 개정9판(2004. 7.),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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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실시 법리에 따라 판단한 위 논의와 달리, 저작권법 제48조 제1

항205)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의 합의 없이는 자기이용에도 제한이 있

다는 것이 판례206) 및 다수설의 태도207)이고, 저작권법 제48조 제2

항208)에 따라 그 이용에 따른 수익이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공유자

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처럼 대상 영업비밀의 성격에 따라 이용 혹은 실시법위가 확연

히 달라지게 되는 문제점은 뒤에서 설명할 입법론적 해결의 당위성

을 방증하는 실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마.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의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

영업비밀의 제3자에 대한 실시권 허락 역시 특허권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실시권자의 자력, 기술력 및 다른 공유권자의 경쟁업체인

지 여부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영업비밀 보유자 지위에 중대한 영

205)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
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206)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35025 판결(대법원 2014. 5. 15.
선고 2014다12157 판결로 확정)(공동저작물의 지식재산권 행사라고
함은, 저작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유자 중 일부의 사람이 스스로 해당 저작물을 복제, 출판,
그 밖의 이용행위를 포함한다.).

207) 정상조, “저작권의 공동보유”,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서울대학교 법
학연구소(1999), 226,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2019), 415.

208)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
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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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되어야 보호 받는 영업비

밀의 특성상 제3자에 대한 실시권 허락은 사실상 처분과 동일한 의

미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공유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

다(특허법 제99조 제4항). 이는 합유물의 관리행위에 대해서는 전원

의 동의를 요하는 민법상 합유 규정(제272조209))에 상응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 중 일

방이 다른 공동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그 실시권은 무효가 되고, 무효인 실시권에 기한 제3자의 실시

는 무권리자의 실시가 되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될 것이다.

다른 공동소유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특허권 실시권 설정의 양태

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①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

을 실시하는 경우는 민법상 일종의 조합형태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

으로서 특허권을 실시하는 주체는 조합으로 볼 수 있고, 동업을 하

는 각자도 실시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99조 제4항에 의하

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타 공

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②특허권을 갖지 않는 다른 동업자가

영업을 위해서 출자만 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이익만을 분

배받는 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권을 실시하는 자는 공유자 자신이므로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한 예가 있다.210)

209)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210) 윤선희, 특허법(제6판), 법문사(2019), 6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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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석은 공동소유관계인 영업비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

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특허법 제99조 제4항 규정에 대하여, 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능력이 없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은 지분의 크기와 관계없이 실시이

익에 관여할 여지가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자

기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실시 허락하여 투하자본이나 이윤

을 회수할 가능성마저 봉쇄하고 있으므로 공유 특허권자의 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는데,211) 이

는 공동소유 영업비밀 관계에서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 중 1인이 공동소유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에 기초하여 이를 개량한 이용발명을 한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 제

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212)

이와 관련하여 특허권에서 관련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제3자에

대한 실시권 허락은 별개 약정이 없는 한 다른 소유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공동소유권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 특허권 공유자

중 1인은 특허법 제98조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98

조가 적용되지 않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실시권 허락을 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의 찬반론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공유 특허권자 중 1인이 그 특허권을 개량한 이용

발명을 한 경우 그 이용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9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식적으로는 그 이용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나, 그 구성요소에는 기본발명의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211) 조영선, 특허법 2.0(6판), 박영사(2018), 291.
212) 이하의 내용은 정차호 외 2명, 위의 글, 80-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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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자유롭게 실시권을 허여함은 다른 공유자에

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이용발명에 대해서도 다른 특허권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동소유의 대상인 영업비밀의 공동소유권자 중 1인의 개량

발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바.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의 처분권

특허법 제99조 제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

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는 공유자의 일방이 자신의 지분의 양도에 따라 새로운 공유자가

발생한 경우 그 새로운 공유자의 자본력ㆍ기술력 및 신용력 등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변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입된 규정이다. 이는 합유지분을 조합관계에서 생기는 각

합유자의 권리·의무의 총체로 보고213) 이에 따라 합유자의 지분 처

분행위에 대해서는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민법상 합유 규정(제273조

제1항)에 상응한다.

따라서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의 경우에도 다른 공동소유권자의

동의 없는 자신의 지분처분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214)

다만 기술적 성격을 가진 영업비밀 이외의 저작물 유사의 성격을

가진 영업비밀의 경우, 다른 공동소유권자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에 따라 영업비밀의 처분과 관련하여 신의에 반하여215) 합의의 성립

213) 지원림, 민법강의(제8판), 흥문사(2010), 646.
214) 박준석, 위의 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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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공동소유권자 사이의 지분 양도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데, 이는 공동유권자 사이의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다른 공동소유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볼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216) 이러한 의미에서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는 민법 제267

조217)에 따라 그 지분을 포기할 수도 있고, 사망시 영업비밀 공동소

유권자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

라 이를 취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의 지분이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하여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도 공유지분의 상

속 가부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권 공동소유관계의

법적 성격을 원칙적으로 공유라고 보는 입장에서 민법 제268조 본

문을 유추적용하여 특허권의 공유지분도 상속재산이 된다는 견해가

215)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 중에는, 종교보고서의 공동저작자 중 1명
으로 인정되는 원고가 피고들을 대상으로 서적 출판, 발매, 배포 가처
분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전체 저작물에 대한 창작적 기
여가 미미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이름을 해당 서적에서 삭제하고 조
사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기재해주겠다고 제의했음에도, 조사
대상자로부터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여러 사람의 노력이 응집되어 있는 공동저작물
에 대해, 조사보고를 완료하여 그에 기하여 종합보고서가 제작 완료
된 단계에서 그 출판, 발매, 배포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
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서울지방법원 1995. 4.
28. 선고 94가합50354 판결(확정)].

216) 정차호 외 2명, 위의 글, 77.
217)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
율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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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18) 아래에서 설명할 공유특허권 분할 가부와 관련된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의 하급심219)도 피고 측의 공유

특허권은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배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는 공동연구개발 당사자 간 밀접한

인적 결합을 전제로 하는 합유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

동연구개발 중 1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지분을 상속할 경우 상속

인 측이 보유한 자력, 기술력, 신용력 등에 의하여 다른 공동연구개

발 당사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동소유

영업비밀의 지분은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의 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220)의 태도

이기도 하다.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 중 1인의 일방적인 특허 출원행위는 영업

비밀성을 상실케 하므로 출원자 자신의 지분처분과 같은 효과를 가

져오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주체들의 지분까지 그 효과가 미치는

침해행위가 되므로221)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222)

또한 대법원은 공유특허권에 대해서,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218) 강명수, “공유특허의 분할청구”, 지식재산정책 24호, 한국지식재산연구
원(2015. 9.), 120-121.

219) 1심 : 창원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가합9181 판결 / 2심 : 부산
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나2197 판결.

220)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 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 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221)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10 판결.
222) 박준석, 위의 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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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는 성질을 가짐을 전제로 각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

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223), 발명 유사 성격을 가진

공동소유 영업비밀의 지분 역시 같은 취지에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민법이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

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에 내용과 일맥상통 한다(제714조224)).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에 대해서 민법 제268조225)에 따른 공유물

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권 공유관계의 성격을 합유 및 합유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설226)은 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특허권의 공유관계

에 따른 여러 제한에서 벗어나는 등 특허법에서 당초 예정할 수 없

었던 곤란한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이

고, 공유로 보는 설은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

223) 대법원 2012 4. 16.자 2011마2412 결정(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
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
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것이고, 또한 특허법이 위
와 같이 공유지분의 자유로운 양도 등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
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
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24)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
력이 있다.

225)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
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26) 정상조, 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2010), 1227-1228(박정희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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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7). 이에 대하여 법원은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대하여 민법상 공

유관계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현

물분할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28)

기술적 성격을 가진 공동소유 영업비밀에 대하여 특허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태도에 따르면 공동소유 영

업비밀에 대해서도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여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소유의 대상인 영업비밀은 공동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합유적 성격을 가지게 되며, 비공지성 내지 비

밀관리성을 요건으로 하고 당사자의 기여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영업비밀을 현물분할이나 대금분할 및 대가분할 방법으로 분

할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273조

제2항229)에 따라 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227) 조영선,“특허권 공유의 법률관계-특허법 제99조의 해석론과 입법론”,
법조 제60권 제3호, 법조협회(2011), 75-76., 강명수, “공유특허의 분할
청구”, 지식재산정책 2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5. 9.), 121.

228)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특허권의 공유자 상호 간
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
로서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
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위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
항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
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
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
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
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
리는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29)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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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사.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의 침해에 대한 구제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민법 제272조). 따

라서 공유특허권 및 공동저작물의 경우230)와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공유관계에 있어서도, 각 영업비밀 공유자들은 지분비율에 따라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231)).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행사(제10조)에 대하여 보

존행위로서 각 공동소유권자가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보존행

위설과 승소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패소시에는 각 공동소유권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쳐 일종의 처분행위를 한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

가 되므로 보존행위로서가 아니라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에 미치

는 지분권에 기해서만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232)

생각건대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는 일종의 보존행위이므로 영업

비밀 침해가 있는 경우 공동소유권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권에 기

하여 단독으로 영업비밀 전체에 대하여 침해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30) 저작권법 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
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31)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
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32) 정차호 외 2명, 위의 글,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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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입법론적 개선 방안 연구

제1절 서론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이

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방안 등에 대한 비교적 단출한 조문 몇 개를

두고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입법적 변화가 없는 한 법원의 판례 및 이

를 뒷받침한 학설에 의하여 영업비밀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233)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관

련 입법론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을 검토

해 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한다.

233) 박준석, “우리법상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 산업재산권
38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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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영업비밀의 귀속 및 지

분율 관련 개선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인 영업비밀

의 귀속 및 지분율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공동소유권자

들의 실질적 공헌도에 따라 보유자 및 지분비율을 판단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정형적이어서 판단의 척도

로 삼을 비교 대상이 적은 영업비밀에 대한 객관적 기여도를 평가

하는 것은 공동발명의 경우 보다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

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의 법제에서도 영업비밀 귀속

및 지분율에 대한 별도의 법령을 정비해두지 않고 있는 것은 개별

영업비밀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

렵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영업비밀의 귀속 및 지분율에 대한 분쟁은 개별 사

안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되고 있으나, 기술 분야에 대한 법원의 판

단에는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의 영업비밀

성과물에 대한 실질 공헌도가 아닌 자력과 소송에서의 입증능력에

따라 그 귀속 및 지분율이 획정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

가 개별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결마다 사안별로 영업비밀 귀속 및

지분율을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통일적 법해석에 장애가 생길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기존에 판례로 확인되어 왔던 실질적 공헌도 평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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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귀속 기준을 명문 규정으로 도입하고, 이러한 공유관계에

따른 지분율 평가 방식에 대하여 전자, 화학, 기계 등 산업별로 유

형화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나아가 이러한 지분율 평가가 어려울 경우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명문으로 도입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의 경우 영업비밀법(營業秘密法) 제5조에 ‘계

약 자유 원칙’이라는 제호하에 ‘다수가 공동으로 연구 또는 개발한

영업비밀은 그 해당 부분을 계약의 약정에 따른다.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234) 영업

비밀 공동보유관계의 공평한 규율을 추구하는 한편 실질적 기여도

증명에 따른 지분관계 주장 모두 가능하도록 한 합리적인 규정이라

고 판단된다.

제3절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영업비밀의 자유로운

자기실시에 대한 보상청구권 관련 개선안

앞서 결론과 같이 기술적 성격을 가진 영업비밀에 대해서 특허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영업비밀 공유관계의 경

234) 第五條 (契約自由原則 契約自由原則 契約自由原則 ) 數人共同 研究或
開發之營業秘密，其應有部分依契約 研究或開發之營業秘密，其應有部
分依契約 研究或開發之營業秘密，其應有部分依契約 研究或開發之營業
秘密，其應有部分依契約 研究或開發之營業秘密，其應有部分依契約 研
究或開發之營業秘密，其應有部分依契約 研究或開發之營業秘密，其應
有部分依契約 之約定；無者， 之約定；無者， 之約定；無者， 之約
定；無者， 推定為均等。 推定為均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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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각 공유자별로 자유로이 영업

비밀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공유특허권의 자유로운 자기실시 규정에 대해서도(특허법 제99조

제3항), 발명에 대한 소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실시 능력을 가진

기업의 경우라면 스스로 발명을 실시하며 수익을 독점할 수 있는

반면, 다수 지분권자라도 개인, 대학과 같이 실시 능력이 없는 경우

라면 스스로 발명을 실시하여 수익을 얻기 어려우므로 이들에게 아

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보상청구

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235)

영업비밀의 경우 등록제도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와 달리 공개

되는 순간 영업비밀로서의 지위와 보호를 상실되는 점,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선택한 기술정보의 경우 해당 당사자의 핵심

자산일 가능성이 높고 영업비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특허의 경우보다도 크다고 할 것이다.

공동소유권자 사이의 이용능력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작권

법이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을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

한 정도에 따라 배분할 것을 규정한 것(저작권법 제48조 제2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용능력의 차이나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더욱 큰

영업비밀에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236)

이처럼 기술적 정보에 대하여 특허법상 공동발명자 법리를 유추

적용하게 되면, 일방 당사자의 자유로운 자기실시가 가능해지고, 이

235) 조영선, “특허권 공유의 법률관계-특허법 제99조의 해석론과 입법론”,
법조 제60권 제3호, 법조협회(2011). 69.

236) 조영선, 위의 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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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른 공유자가 보유한 영업비밀 보유자로서의 지위에 영향

을 끼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부정경쟁방지법

에도 자유로운 자기실시규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형평에 맞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는 일방당사자의 자기실

시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를 규율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법에 자기실시에 대한 보상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다.237) 이중 일방

당사자의 자기실시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미국, 일본에

서도 당사자 간 형평을 위하여 자기실시에 대한 보상규정을 도입하

려하거나, 실정법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논의된 내용과 같다.

제4절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영업비밀의 제3자에 대

한 실시 및 처분 관련 개선안

연구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제조능력

이 부족하여 자기실시만으로는 연구성과물을 활용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경우 대기업이 연구성과물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완

전히 차단한다면, 연구성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에도 그 지분에 대한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다.238)

237) 조영선, 위의 글, 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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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공동발명에 대해서도 자기실시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구성과물의 공동소유자인 대기업이 판매시기

를 조절하고자 연구성과물을 고의로 실시하지 않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정도로 불충분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의 동

의 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는 논의가 있다.239)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나머지 공동소유

자들의 동의 거부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원하는 공동소유자는 동의를 거부하는 처분권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동의에 갈음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

음이 조리에 비추어 당연하고, 법원은 중재자적인 입장에서 이를 판

단하여 동의에 갈음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240)

이와 관련하여 대만 영업비밀보호법 제6조는 ‘영업비밀 공유시,

그 사용처분 및 양도’라는 제호로 ‘영업비밀은 전부 또는 부분을 타

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영업비밀을 공유할 시

영업비밀의 사용과 처분에 대하여 계약에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공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공유자는 정당한 이

유없이 동의를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각 공유자는 그 밖의 공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계약에 그 밖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른다.’라는 규정241)과 제7조에

‘영업비밀의 수권’이라는 제호하에 ‘영업비밀 소유권자는 타인이 영

238) 신재호 외 1명, 위의 글, 152.
239) 신재호 외 1명, 위의 글, 152.
240) 조영선, 위의 글, 77-78.
241) 第六條(營業秘密共有時，其使用處分及讓與)營業秘密得全部或部分讓與

他人或與他人共有。營業秘密為共有時，對營業秘密之使用或處分，如
契約未有約定者，應得共有人之全體同意。但各共有人無正當理由，不
得拒絕同意。各共有人非經其他共有人之同意，不得以其應有部分讓與
他人。但契約另有約定者，從其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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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밀을 사용하도록 권리를 수여할 수 있다. 권리를 주어서 사용하

는 지역·시간·내용·사용방법 또는 그 밖의 사항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앞 항의 피수권자는 사용할 권리를 받은 영업비밀을 영업비

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사용하도록 다시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 영업비밀 공유자는 공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동일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권리를 수여할 수 없다. 다만 각 공

유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242)

을 두고 있다.

생각건대, 자기실시 능력이 부족한 기업, 대학 등에 이윤 창출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3자에 대한 실시권 허락이나 처분의 자

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공동소유권자 간 형평성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아무런 제약 없이 도

입될 경우, 앞서 살펴본 논의와 같이 우월한 자력과 기술력을 갖춘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열후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의 영업비밀 보유

자로서의 지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과 같이 신의에 반하는 경우나 일방 당사자의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실시권 설정을 거부할 수 있

다는 단서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성과물에 대한 권리가 일방에게 귀속

되는 경우에도 로열티 수익을 보상의 형태로 다른 계약당사자에게

분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243)

242) 第七條(營業秘密之授權)營業秘密所有人得授權他人使用營業秘密。其授
權使用之地域、時間、內容、使用方法或其他事項，依當事人之約定。

前項被授權人非經營業秘密所有人同意，不得將其被授權使用之營業秘
密再授權第三人使用。

營業秘密共有人非經共有人全體同意，不得授權他人使用該營業秘密。

但各共人無正當理由，不得拒絕同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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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실시능력이 없는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비밀 공동소유권

자에게 이윤획득 및 자산관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분 처분

의 자유를 허용함을 전제로, 영업비밀 지분의 양도, 질권 및 실시권

설정하려는 공유자에게 형성권으로서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확인된다.244) 이러한 제도 역시 대학, 연

구소 등 실시능력이 없는 당사자에게는 주로 기업인 실시 공유자의

이익 독점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게 되고, 실시공유자의

입장에서는 지분이 경쟁자에게 양도되거나 실시되게 되는 점을 견

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는 제도라고 판단된다.245)

제6장 결론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의 경우 대개 당사자의 핵심 자산인 경

우가 많고 이러한 핵심자산에 대한 분쟁은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

에 대한 규율, 영업비밀의 귀속, 사용관계 등 영업비밀 공동소유관

계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민·형사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반

면, 이러한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구체적인 논의나 확립된

판결은 존재하지 않아, 분쟁은 장기화되고, 그 동안 영업비밀이 공

개되어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거나, 사용의 제약을 받아 경제성을 상

실하는 등 어느 당사자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243) 신재호 외 1명, 위의 글, 153.
244) 김동준 외 2명,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법 전면개정

방안 연구”, 특허청(2014. 11. 10.), 44-48.
245) 김동준 외 2명, 위의 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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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영업비밀의 귀속 및 사용관계에 대한 명문

의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인접 지식재산권인 특허법 및 발명

진흥법, 저작권법의 공동소유관계에 대한 규정 및 논의, 영업비밀에

대한 외국 논의를 참고하여 영업비밀의 귀속, 영업비밀 공동소유관

계의 성립 및 성격, 사용관계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다수 당사자가 관여하여 개발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약정

이 있다면 이에 따라 영업비밀의 귀속 및 지분관계 등 공동소유관

계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명시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본, 미국 등 외국에서의 논의와 국내에서의 논의와 같이 해

당 영업비밀의 성격에 따라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관계를 규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에 실질적 기여 및 창작적 기여를 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구 성과물을 영업비밀로 유지하기로 협의하

였다면, 이로써 영업비밀의 공동소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비밀로서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영업비밀의 특성과 이에

따른 공동소유권자 간 밀접한 인적 유대관계, 영업비밀에 대한 당사

자들의 비밀유지의무와 처분, 실시 등에 제한이 따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 간에는 영업비밀을 (준)합유하고 있다

고 할 것이다.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에 있어 개별 당사자는 비밀유

지의무를 부담하며, 자기실시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지 않고, 제3자

의 침해행위에 각자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나, 제3자에 대한 실시권

허락이나 지분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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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적으로는 영업비밀 귀속 및 공동소유관계에 대하여 인접 지

식재산권을 유추 하는 임시방편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

만 영업비밀법과 같이 영업비밀 귀속 및 지분율 관련 규정, 영업비

밀 자기실시에 대한 보상청구권 규정, 제3자 실시권 허락 및 지분

처분의 자유 보장 규정 등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

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영업비밀의 귀속 및 공동소유관계에

대한 학계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판례의 축적으로, 영업비밀 분쟁에

서의 난제인 영업비밀 귀속 및 공동소유관계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

이 제시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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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內容の要旨

共同研究開発による

営業秘密の帰属と共有関係の研究

Park, Jae Seong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共同研究開発による成果物が営業秘密である場合、共同研究開発者

間の権利関係帰属に関する契約があれば、これにより當事者間の権利

関係が規律されることになる。ただし、営業秘密についての共同研究

開発當事者間の約定もないし、當事者間の権利関係はどのような方法

で規律されるべきかについて、不正競争防止法は別途規定しておら

ず、確立した裁判例も見當たらない。 

本稿では、このような共同研究開発営業秘密の権利関係を調整する

方策を模索することに主眼を置き、その重要な争点として、①當事者

間の営業秘密の帰属問題、②営業秘密の共有関係の発生、③営業秘密

の共有関係の性格、④営業秘密の共有関係による権利関係、⑤立法案

による営業秘密の共有関係の規律方策を順次検討したいと考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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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正競争防止法第2条第2号は、「営業秘密とは、公然と知られてお

らず、独立した経済的価値を有するものであり、秘密として管理され

た生産方法、販売方法、その他営業活動に有用な技術上又は経営上の

情報をいう」と営業秘密の定義規定を設けている。このため、営業秘

密は①公然と知られておらず（非公知性）、②生産方法又は販売方

法、その他営業活動に有用な技術上又は経営上の情報として独立した

経済的価値を有し（経済的有用性）、③相當の努力によって秘密とし

て保持されること（秘密管理性）の要件を満たさなければない。 

共同研究開発とは、複数の研究主体が同じ研究課題を遂行する際に

必要となる研究開発資金、人材、施設、機材、情報などを共同で負担

して推進する研究開発方式を指しす。このような共同研究開発は、両

當事者が研究開発を共同で行い、開発の結果物として発明や営業秘密

が発生することをいい、研究開発の成果を獲得するための作業は、一

方から他方に対して作業を依頼し、他方のみによって研究開発を行う

委託研究開発とは区分される概念だ。

共同研究開発が進められると、各自が持っている情報を相手に提供

し、また相手の情報を受け取る情報の交換が起こる。したがって、共

同研究開発が開始されて以後は、各自が既に保有していた情報なの

か、相手から受領したものなのか、共同研究開発から派生した情報な

のか区別が困難になることがあり、このため紛争が発生するおそれが

ある。

営業秘密についての権利は、その営業秘密を開発·保有している者に

属し、當事者間に営業秘密の帰属に関する別途の契約をしている場合

には、その契約に従うことになる。不正競争防止法等の営業秘密関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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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制において、営業秘密の帰属主体や共有関係について明文の規定が

設けられていない現状では、立法の欠陥による混乱を防止するため當

事者間の取り決めがない場合に問題となる営業秘密が技術的性格を有

するのであれば、特許法及び発明振興法上の関連規定、技術的性格を

有する資料以外に著作権法を類推適用するしかない。

営業秘密の共有関係が成立するためには、多数の當事者間に當該発

明を営業秘密として維持することという明らかな合意が存在し、その

合意の効力に基づき、一方が他の主体に対して協力を訴求することも

できなければない。営業秘密のうち、発明類似の技術的性格を有する

営業秘密については、多数の當事者が當該営業秘密の開発に実質的に

寄与したかどうかによって共有関係が成立し、多数の當事者によって

開発された営業秘密が技術情報以外の共同著作物の性格を有する場

合、創作的に寄与したかどうかによって共同開発の可否が決定される

ことがあります。 

営業秘密の共有関係の性格についての直接的な議論はなかなか見つ

かならない。これに関連し、営業秘密共有関係の法的性格は企業-従

業員の雇用関係、大企業-中小企業、企業-大学教授、大学間の共同研

究開発約定等を一定の基本関係を前提に発生すること、営業秘密性維

持のために全共有者が秘密保持義務を負うこととなり、そのため共同

開発に伴う成果物の処分及び担保設定のみならず、その持分の譲渡、

管理行為に該當する第三者への専用実施又は通常実施が制限されるべ

きこと、各営業秘密共有者は寄与度等に応じた持分と無関係に全体営

業秘密を實施するしかないし、ごれを持分に合あわせで利用及び實施

するこわできない点で、合有関係であると考えるべき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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営業秘密の共有者は、互いに対して秘密保持義務を負うため、これ

に違反した場合、損害賠償責任を負うことになる。共有関係にある営

業秘密の持分比率について約定がある場合はこれに従えば良いし、こ

のような約定がない場合は実質的な貢献度を算定·立証することができ

れば、それにより持分比率が決定されたことになる。営業秘密に対す

る貢献度を算定·立証することが困難な場合は持分が均等であると推定

される。営業秘密の共有者は、技術的性格を有する大底の場合につい

て特許法規定の類推適用に従って自由な自己実施が可能であり、営業

秘密の処分に該當する第三者に対する専用実施権及び通常実施権許諾

の場合は、他の共有者の同意が必要となる。各営業秘密の共有者は持

分比率による損害賠償請求及び保存行為としての禁止請求権を行使す

ることができます。

共同研究開発等による営業秘密の共有関係について隣接する知的財

産権の規定を類推適用する方式でも當事者間の紛争及び法律関係の解

決に限界があるだけに、営業秘密の帰属、持分率、利用、実施、処分

等について明示的な規定を置くことが望ましいと判断され、これにつ

いて台湾営業秘密保護法が参考になるものと考えられる。 

主な用語:　営業秘密、不正競争防止法、営業秘密の共有、営業秘密の

帰属、営業秘密の実施

学籍番号:　2017-2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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