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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VR/AR),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드론 등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기술들은 

인류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최신 

기술들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기업

들은 첨단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더 많은 연구 인력을 투입하고, 

이러한 기술들을 상용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타 기업들이 관련 산업에 진입하기 어

렵도록 장벽을 높이고, 동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

한 핵심 기술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발명을 통해 창출되는 국내 특허의 80% 이

상은 직무발명에 의해 창출되고 있으며 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및 

국가에서는 더욱 질 좋은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발명 활동을 장려

하고 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식재산

권과 이것의 원천이 되는 직무발명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

나, 많은 기업에서는 아직 직무발명제도를 합리적이며 동시에 적법

한 절차와 방법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

해 종업원으로부터 창출된 지식재산권이 사용자인 기업에게 제대로 

승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직무발명제도에서 가장 중요

한 부분인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까

지 발생하고 있다.



직무발명제도의 도입과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부분은 이미 많은 

분쟁과 논의를 통하여 상당 부분이 법적으로 정비가 된 상태이나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부분은 아직 타 분야 대비 연구 분석 및 법

적·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

식에 기초하여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보

상제도 및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명시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부분을 큰 축으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시행될 수 있기 위해

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지 고찰해 보

았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보상이란 포괄적인 용어로 인해 사용자

에게는 보상 지급의 자율성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발명자인 종업원

에게는 정당하지 못한 보상이 지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발명진흥법 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의 제 1장에서는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내용 중 

본 연구에서 논의할 연구목적과 연구범위를 논하였고, 제 2장에서

는 직무발명제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을 짚어보며 동시에 직무발

명, 발명자, 종업원 등의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제 3장

에서는 직무발명제도 및 정당한 보상과 관련하여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법․제도 및 관련 판례를 검토

하였으며, 제 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무발명제도

와 관련하여 직무발명제도의 현재 실태, 직무발명보상 관련 법률적 

판단, 직무발명시 단계별 보상 유형, 직무발명보상 관련 판례를 앞 



장의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해 보았다. 제 5장에서는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직무발명보상 산정기준 개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확대 

개편, 실시료율 가이드라인 제공 및 직무발명 보상금 통계자료 조

사 및 공유 등의 방안을 논의하였다. 결론인 제 6장에서는 직무발

명제도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앞 장에서의 국내외 법․제도 및 판

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앞으로 질 좋은 직무발명이 더 

많이 창출되고 발명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직무발명제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되기 위한 법적 지향점에 대

하여 논의하였다.

이처럼 점점 높아지는 직무발명의 가치를 볼 때, 직무발명제도 및 

보상에 관한 해외의 직무발명제도 및 판례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

고 이를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관련 법령, 제도 및 판례들과 비교 

분석하는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과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사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하며 종업원의 

발명의욕 촉진, 우수 인재 및 기술 유출을 방지하여 더욱 치열해지

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의미를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사용자와 종업원 간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

상에 대한 이견(異見)에서 비롯되는 법적 소송의 위험은 낮추며, 

동시에 종업원과 사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 

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주요어 : 직무발명,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보상, 직무발명 

보상금, 정당한 보상

   학  번 : 2018-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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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드론 등 

첨단 미래기술들은 크나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이러

한 최신 기술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 점점 깊숙이 녹아들어 개인,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기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업들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첨단 기술의 개발을 위

하여 연구기기 및 제반 시설, 그리고 연구 인력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

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들은 이렇게 어렵게 개발한 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경쟁 

기업들이 쉽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

권 창출 및 보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많은 핵심 원

천 기술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한 기술들의 원천이 되는 직무발명은 각 기관과 산업의 발전 

및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

물론 이러한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절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발명의 

활성화 내용으로 법제화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제화의 취지는 더 많은 종

업원들에게 발명 의욕을 장려시키고, 동시에 기업에서는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중요한 기술들을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기업의 중요한 자산을 

1) 특허청, 특허분쟁 대상 특허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에 관한 연구, 20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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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기업 경쟁력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게 직무발명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 총 특허 출원의 대략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2)

[표 1] <국내 특허출원 현황 및 직무발명 비중>3)

구분 ’17 ’18 ’19 ’20

개인 41,671 42,510 44,735 44,886

법인 163,104 167,482 174,240 181,873

계 204,775 209,992 218,975 226,759

법인 출원비율(%)
(=직무발명 비중)

79.7% 79.8% 79.6% 80.2%

하지만 이러한 직무발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에 따라 연구자 

본인이 고안한 발명을 회사로 승계하거나 승계된 직무발명이 회사에 의

해 실시 또는 처분되어 이익을 가져 주었을 때 해당 직무발명자에게 정

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직무발명 창출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는 것만큼 많은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 하듯이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불일치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우리나라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및 직무발명 관련 분쟁은 아래 표와 같이 계속하여 발

생하고 있다.

2) 특허청,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 2013.12, 6면
3) 특허청, 2020년도 지식재산백서, 2021.5, 416~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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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직무발명 관련 판례 현황>4)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2018

건수 16 23 22 20 15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사건 중 유명한 사례로는 삼성전자의 천지인 

입력방식 관련 소송 및 디지털 고화질 텔레비전 연구·개발 관련 소송이

다. 전자의 경우, 천지인 입력방식의 특허권이 발명자인 자신에게 있으

며 이에 대해 총 266억원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놀라운 점은 1심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하였음에도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로 끝냈

다는 점이다.5) 후자의 경우, 연구원 J씨는 디지털 고화질 텔레비전 관련 

국내외 특허 38건을 회사 명의로 출원하였으며 대학 교수로 전직한 후 

회사가 자신의 기여에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0년 소송

을 제기하였다. 2012년 1심(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삼성전자에 연구원 J

씨에게 회사 수익의 10%인 60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시

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회사(사용자)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게 산정된 내용을 비판하였으며 4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 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합의하였다.6)

또한 최신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의 예로는 2019년 12월 과거 LG

전자에서 근무한 C씨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이 있다. C씨가 발명한 기술은 스마트폰에서 마지막 사용 후 일정 

4) 특허청, 2018 쟁점별 직무발명 최신 판례, 한국발명진흥회, 2018.12.
5) 손영화, 미국법상의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일고찰, 한양법학 15, 한양법학회, 2004.06, 2면
6) 한지훈, 삼성전자, 사상최대 직무발명보상訴 조정으로 봉합, 연합뉴스, 2014.03.11,
   https://www.yna.co.kr/view/AKR201403101938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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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종료시켜 메모리 사용량과 배터리 

소모량을 최대한 줄이는 기술이었으며 이 기술은 2011년 LG전자를 권

리자로 하여 특허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C씨는 이후 회사로부터 해당 발

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

한 C씨처럼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LG 측에 소송을 제기

한 전직 연구원들의 수는 3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7)

이처럼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들은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으로 등록되어 활용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중요기술을 개발한 직무발명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상

황이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계속하여 발생되는 직무발명에 대한 판례가 

일관적이지 않고 예측도 어려워 기업 운영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실토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20년 1월 대기업 7개사(삼성전자, LG전

자,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코오롱인더스트리, KT)와  

중소·중견 4개사(탑엔지니어링, 기가레인, 인트로메딕, 연우)는 한국지

식재산협회 산하에 직무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다고 한다.8)

이 태스크포스(TF)에서는 직무발명 보상 관련 여러 문제점 중 직무발명 

보상시 사용자와 종업원의 기여도 산정 및 보상금 청구 시효기간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기여도 산정시 기여도의 정의 

자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기여도와 관련이 크게 없는 요소들과 수

치들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적용되어 계산되어 진다는 것이

7) 고가혜, "개발자 몰래 특허 팔았다"…LG전자 상대 무더기 소송, 뉴시스, 2019.12.01.
   https://news.v.daum.net/v/20191201090106315?s=print_news
8) 백준무, 대기업 특허분쟁 불씨 된 '직무발명 보상'…해결 머리 맞댄 재계, 아주경제, 

2020.05.13. https://www.ajunews.com/view/202005121459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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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금에 있어 유효한 청구 기간이 명시된 법령과 규

정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는 민법 상 일반채권 청구 시효기간인 10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이미 예전에 퇴사한 직원들이 직무발명 당시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보상을 기대하며 직무발명 보

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9)

앞서 언급한 직무발명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한 기업들의 준비와 더불어 

2020년 4월 1일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에서 알 수 있듯

이, 정부 또한 핵심전략 기술들의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심열을 기울이

고 있다.10) 결국 이러한 핵심전략 기술들은 기업 내에서 활발한 직무발

명 활동으로 창출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직무발명의 활성화는 시대적 

과제인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 볼 때 기업에게 현재 큰 이익을 주었거나 또는 향후 미

래에 큰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직무발명을 발명한 종업원에게 정당

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은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는 직무발명제도의 도입과 정당한 보상을 통한 직무

발명제도의 시행보다는 오히려 직무발명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직무발명 보상에 있어 문제가 야기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야기된 문제들은 기업에게 있어 단순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을 

9) 백준무, 억대 소송 늘어나는데…"보상금 산정 방식 법제화 해야“, 아주경제, 2020.05.13.
   https://www.ajunews.com/view/20200512162234682
10)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3.2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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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및 해당 기술의 사용이 어려운 상황까

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 

직무발명제도는 강행규정이 아닌 상황이기에 많은 중소기업들은 직무발

명제도 도입을 검토만 할 뿐 실제적인 도입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러나 직무발명제도가 도입된 곳과 도입되지 않은 곳에서 직무발명 관련 

종업원의 의무, 승계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현재

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핵심전략 기술의 근원인 직무발명

을 더욱 활발히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중요성

과 개선점을 다루며 궁극적으로 발명진흥법 내 직무발명보상이 내포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지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특히 발명자

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권리와 정당한 보상을 명문화한 특허법과 발명진

흥법에 대해 살펴보며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명

시되어 있는 포괄적 해석이 가능한 ‘정당한 보상’이란 용어로 인해 사

용자에게는 보상 지급의 자율성을 주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발명

자인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

가 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및 향후 법･제도적 방향에 대해 깊

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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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범위

본 연구는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 법률 및 개념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직무발명 보상 유형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

다. 이후 직무발명 보상 및 산정 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국내외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직무발명 보상

제도에 있어 가장 핵심 부분 중 하나인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제 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범위를 논하며, 제 2장에서

는 직무발명제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을 짚어보며 동시에 직무발명, 발

명자, 종업원, 권리자 등의 주요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장

에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을 중심으

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

되고 있는 직무발명제도와 관련하여 직무발명제도 관련 현재 실태, 직무

발명보상 관련 법률적 판단, 단계별 직무발명보상 유형, 직무발명 보상 

관련 주요 판례 등을 앞 장의 해외 판례와 비교 분석해 볼 것이다. 제 5

장에서는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 개

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확대 개편, 실시료율 가이드라인 제

공 및 직무발명 보상금 통계자료 조사 및 공유 등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

며 정당한 보상을 위한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 6장에서

는 앞으로 더 질 좋은 직무발명들이 많이 창출되고 핵심전략 기술로 발

전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보상 지급 문화의 정착을 위한 직무발명

제도의 법･제도적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마무리하겠다.



- 8 -

제 2 장  직무발명 관련 주요 법률 및 개념

제 1 절 주요법률

1. 특허법

 1946년 최초의 대한민국 특허법(군정법령 제91호)이 제정되었

으며 총 16장, 265조로 구성되었다. 특허법 내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 

또한 반영이 되었으며 시대별 주요 내용으로는 1980년 정부, 지방자치

단체 및 연구기관에서 창출된 직무발명으로써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출원 건은 우선 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며, 2001년 특허법에서

는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대학 교직원에 의한 직무발명을 대학

의 전담조직이 승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11)

직무발명과 연관된 중요한 조항은 특허법 제33조이며 여기서‘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되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직무발명시 사용자가 아닌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경우인 승계인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직무발명 규정을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계하였을 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지게 됨을 시사한다.12)

11) 정차호, 한국 특허제도의 변천: 특허권 강화의 역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06, 
74~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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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특허법 시행령

직무발명 관련 조항은 우선심사의 대상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제9

조 제5호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발명진흥법」 제11조의2

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13)

2.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은 발명품의 생산･수출･보급을 장려하고 발명가를 육

성할 목적으로 1958년 제정되었던 발명보호법이 폐지되고 1994년 새로

이 제정된 법으로서, 제1조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발명을 장려

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추구하고 있

다.14)

특히 2006년 특허법에서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삭제시키고, 이를 제14

차 개정 발명진흥법으로 규정을 옮긴 것은 직무발명이 단순히 발명의 보

12)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13)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
원을 말한다. 동법 제9조 제5호의3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
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14)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11, 102면



- 10 -

호․장려를 통한 기술의 발전촉진과 산업발전 기여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넘어,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라는 별도의 제도 목적

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15)

발명진흥법 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서 ‘발명’과 ‘직무

발명’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제10조(직무발명)

부터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까지 직무발명의 활성화에 대한 법률 내

용이 규정되어 있다.16)

 가. 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하는 발명진흥법 시행령에서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확인할 것은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이다.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

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17)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하는 것이다.18)

15) 특허청(주 1), 3면
16) 발명진흥법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①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7) 발명진흥법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
다.

18)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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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업 외에 대학교에서도 많은 직무발명들이 창출되는데 이와 관

련한 법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기술이전법)

이다. 이 기술이전법과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19)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법 제11조 제1항 후단20)에 따른 전담조직이 승계 및 소유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수의 발명도 직무발명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무발명보상에 있어서는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의 전담조직에서 별도 

규정 또는 지침으로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2012.7.24. 제정, 2020.12.15. 개정)이 있다.2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을 근거로 한 각 대학교

의 지식재산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는 등록보상, 처분보상 등 각각 구분

된 단계별 보상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19)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
(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
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2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
담조직) ①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
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21) 김인유, 대학교수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
법학 제40권, 2018.06,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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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지침’제4조(발명자 보상금)을 참고하여 보면 발명자 보상금(실시료

의 50%이상),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실시료의 5%이상), 기술이전 제반 

비용(실시료의 10%이상),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실시료의 10%이상)

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5은 산학협력단으로 분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2) 이를 통해 직무발명보상 지급에 있어 기업과 대학교의 직무발

명보상 산정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소득세법

직무발명 보상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지

급되어야 하며 2016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종업원등이 지급받

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 방식을 기타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

하였다. 또한 비과세 한도액은 전액에서 연 500만원으로 축소 변경한 

상태(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이다.23) 

구체적으로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으로24),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25)’으로 구분하여 과세를 시행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22) 김인유(주 21), 63면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

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
다.

2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제5호 :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5호 :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
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25)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22의2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
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
발명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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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2015년 대법원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은 지급방법에 상관없이 기타소득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으

며26), 기존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현

행 소득법에는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인 자산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 주

식, 시설물 이용권, 영업권 정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27) 

이러한 이유들로 현재 평등권 및 조세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들

도 있다.28)

26) 정지선,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8권 제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09, 13~14면

27)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개선, 
한림연구보고서 128, 2019.12, 67~68면

28) 임효정·곽현, 우리나라의 직무발명보상 현황 분석 및 시사점, IP Foucs 제 2020-05호
(2020.06.3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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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개념

1. 직무발명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인 직무발명은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29)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

분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직무발명

의 개념에 관해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

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

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

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30) 또한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규정 또는 계약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직책이나 지

위,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과 자금의 이용 여부, 그리고 근무시간 중에 

만들어진 발명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31)

2. 발명자

29) 특허청(주 2), 3면
30)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
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
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1)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4판, 홍문사, 2019,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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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를 의미

한다. 발명은 실행위로서 미성년자 등과 같이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발

명자가 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밟기만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32)

위의 정의를 보았을 때 직무발명에 있어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발명자에 해당

하는 경우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

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

한 자,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이 될 

것이다. 반대로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

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한 자,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기

만 한 자,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자, 자금·설

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기만 한 자 등일 것이

다.33)

3. 종업원

직무발명에 있어 종업원의 정의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할 이유

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기 때문일 것이다. 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

32) 2009다75178, 2011다67705
33) 추장희, 특허출원인, Vacuum Magazine, 2017.1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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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라 함은 사용자(국가, 법인, 사장 등)에 대한 노무제공의 사실관

계만 있으면 되므로, 고용관계가 계속적이지 않은 임시 고용직이나 수습

공을 포함하고, 상근·비상근, 보수지급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고용

관계에 있으면 종업원으로 보게 된다.34) 고용의 형태나 보수지급의 유

무보다 ‘고용관계의 존재’가 중요한 직무발명의 요건이 되며 이 고용

관계의 존재는 발명의 완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즉 종업원이 과거의 

재직회사에서 발명의 기본적인 내용을 구상한 후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

서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성한 경우 해당 발명은 이직한 회사의 직

무발명이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35)

4. 권리자

특허권의 권리자에 대한 정의는 특허법 제33조36)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된다. 발명자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해당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완성시킨 

사람을 말하며,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명자로부터 이

전 받아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자가 된 사람을 말한다.37)

권리자의 개념에서 유념할 점은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일 때이며 자기

34) 2009가합72372(2009. 11. 11. 선고)
35) 2006나89086(2007. 8. 21. 선고)
36)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
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37) 특허법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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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를 시행할 경우 타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타인에게 양

도, 사용권 설정 등의 권리 행사시에는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는 점이다.38)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에 규정된 재산권 공동 소유 형태

인 총유, 합유, 공유 중 합유와 공유를 혼합한 공동 소유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유 특허권의 지분 처분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민법의 합유와 유사하며, 실시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

의 동의를 받지 않고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민법의 공유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39)

5. 발명자주의

발명자주의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된다는 입

장을 의미한다. 단지 사용자가 물적 시설, 설비 등을 제공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을 하도록 지시, 지휘, 명령, 감독 등

을 하였다고 해서 종업원 누구나가 다 발명을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의 주관적·개인적 노력이나 능력 없이는 발명이 완

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귀

속시키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기에 종업원의 직무발명은 종업원의 개

인적 노력에 의한 성과물로 본다.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은 해당 발명에 

38)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
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
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39) 임세혁, 특허권의 공유에 대한 간단한 검토, Auto Journal, 201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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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의 귀속주체이므로, 사

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려면 당사자 간 계약, 근무규정 또

는 고용계약 등의 기타 약정이 필요하며 승계에 따른 정당한 보상 지급

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 발명자주의를 

선택하여 시행하고 있다.40)

6. 사용자주의

사용자주의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연구시설과 자금을 지원한 사용자에

게 귀속된다는 입장을 말한다. 다시 말해 종업원이 창작하여 완성한 발

명은 원래부터 종업원의 임무였고 그 성과로 나온 것이 직무발명이며, 

이러한 발명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상당한 노력(임금 지급, 연구시설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나온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그 

특허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의이다. 따라서 사용

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고용 계약, 근무 규정 등을 작성할 필

요가 없으며 직무발명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현재 

유럽의 여러 국가들(영국41),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헝가

리 등)과 중국, 대만 및 일본(2015년 개정을 통해 사용자주의 일부 도

입42))이 사용자주의를 채택하고 이에 따른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43)

40) 특허청, 직무발명제도 (2012), 58면
41) 영국은 1977년 특허법 개정 전까지 발명자주의를 유지하였으나 개정 후 사용자주의로 

전환하였다.
42) 전성태, 일본의 직무발명 제도 개정안 검토 및 시사점, 심층분석보고서,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2015.09.25., 1면
43) 특허청(주 40), 59면



- 19 -

제 3 장  직무발명 보상제도 관련 비교법적 고찰

제 1 절 미국의 법·제도 및 판례

1. 미국의 법·제도

미국은 연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강제하는 연방 법

률 이외에는 직무발명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법은 없으며 일부 주에

서만 사전양도계약의 제한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44), 특허법을 

통해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발명자주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마다 개별적인 직무발명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근

로규정 또는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개별 계약에 의해 직무발명의 귀속 

및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기업들의 가장 일반적인 직무발명 보

상은 출원 보상과 등록 보상이 있으며, 직무발명 보상으로 다양한 방법

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실시보상, 배당금 지급 등의 금전적인 

보상과 승진 등의 비금전적 직무발명 보상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45)

 가. 보통법 (Common Law)

44) 특허청, 직무발명제도, 2011, 15면.
   CA,NC,DE,IL,KS,MN,WA,UT 주에서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개인발명에 

대해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형평성을 잃은 사전양도계약의 제한을 규정
45) 특허청(주 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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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보상에 관해서는 주로 

사용자와 종업원의 당사자 간의 계약의 문제이며 이는 보통법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미리 약정하는 사전예약승계가 

중요하며 이는 주로 고용계약의 형태로 체결한다. 대부분의 고용관계에 

적용되는 세 가지 일반적인 보통법 원칙은 아래와 같다.

[표 3] <일반적인 보통법 원칙>46)

구분 내용

원칙 1*
종업원이 발명할 목적으로 고용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종업원은
고용 중에 발명한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과 특허권을 가짐
(발명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

원칙 2 종업원이 발명하기 위해 고용된 경우에는 종업원은 발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회사에 양도해야 할 의무가 존재

원칙 3
종업원이 특수한 장치나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히 고용되었
을 때, 법률은 종업원에게 특허와 배타적 권리를 회사에 양도할
것을 요구

* 예외 사항

(예외 1) 종업원은 계약에 의해 발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
도하는 데 자유롭게 동의 가능

(예외 2) 법원은 성문화된 협약이 없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권리를 양도하
는 암묵적 협약의 존재 인정 가능

(예외 3) 법원은 종업원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지만 사용자는 그 발
명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결 가능

46) 최희선·조진환,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활용과 직무발명보상제도, 산업연구원, 
2011.03, 37~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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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방특허법 (America Invents Act)

 미국 특허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직무발명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으나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인 종

업원에 귀속한다는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 U.S.C.§ 제101조

누구든지, 신규하고 유용한 방법, 기계, 제조물 또는 조성물을 발

명 혹은 발견하였거나 이에 대한 신규하고 유용한 개량을 발명 

혹은 발견한 자는 특허법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대상에 대하여 특허를 얻을 수 있다.47)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라 발명자로 인정을 받아 특허권을 소유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발명자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며,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는 반드시 발명의 착상

(conception of the invention)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발명

의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

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고 둘 중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는 경우 

발명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물건의 발명을 제조하기 위해 고

용된 자, 발명의 착상에는 관여하지 않고 연구 중간에 투입된 자, 발명

과 관련된 아이디어만을 제안하거나 착상을 지시한 상사 등은 발명자로 

인정받지 않는다. 공동발명자 또한 발명의 착상과 구체화 모두에 기여해

47) 미국 특허법 35 U.S.C. § 제101조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or useful improvement 
thereof,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 22 -

야 하며 공동발명자 간의 협업이 존재하여야 한다. 위의 조건들이 충족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에 따라 직무발명 보

상을 받을 수 없다.48)

 다. 주법 (State Law)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종업원들은 사용자와 사전예약승계 조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을 체결하나 사용자들이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가 계약상에서 남용될 수 있다

고 생각하여 종업원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 제정되기를 희망

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8개의 주(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일리노이, 미네

소타,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 캔자스, 유타)가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포함한 성문법을 제정하였다.49) 1977년 미네소타 주법은 종업원의 직

무발명에 대한 불리한 계약을 규제한 최초의 법이며 후속 주법들은 대부

분 미네소타 주법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50)

참고적으로 미국에서는 직무발명제도와 관련하여 연방차원의 단일법이나 

특허법상 직무발명에 관한 조항 없기에 연방 정부의 판례법과 주법 중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할 수 있는 판결로는 Erie Railroad Co. v. Tompkins 사건51)이 

48) 박현석, 미국 특허법에서의 발명자 특정 이슈, Hello IP Law 홈페이지, 2019.5.1.
   https://www.helloiplaw.com/inventor-issues-in-us-patent-law
49) 김선정·김승군, 선진국 직무발명보상제도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연

구보고서 2002-3, 2002.12., 84면
50) 구대환, 직무발명의 귀속과 보상-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2005.09, 191면
51) Erie Railroad Co. v. Tompkins, 304 U.S. 64 (1938)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여러 개 주들 간의 법정 분쟁에서 연방법원은 판결을 위해 주법을 적용해야 한
다는 원칙을 만들었다. 이는 이리 원칙(Erie doctrine)으로 알려지며 현재까지 민사소
송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https://www.helloiplaw.com/inventor-issues-in-us-paten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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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원칙적으로 연방이 아닌 주법이 규율한다고 판시하였다.52)

 라. 바이-돌 법 (Bayh-Dole Act)

바이-돌 법은 미국 상원의원 Birch Bayh와 Bob Dole에 의해 

제안되어 1980년 12월 12일 제정되었으며,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

행한 연구 성과의 소유권을 대학교, 중소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가져

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 법으로 인해 연방자금의 지원 협정

을 맺고 계약자로서 연구를 수행한 대학 등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은 연

구성과물에 대해 소유권 주장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바이-돌 법 이후 

많은 대학교들이 산업체들과 더 가까이 협력할 수 있었고, 이것은 기초 

연구 투자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 나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엔진이 되

었다. 예로 들어, 암젠(Amgen),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

사는 듀크대학교와 협력을, 애브비(AbbVie)사는 시카고 대학교와 암연

구에 관한 파트너쉽을, 노바티스(Novartis)사는 하버드 대학교와 지카 

바이러스 연구 등 다양한 산학 협력을 수행할 수 있었다.53)

바이-돌 법이 제정 이후, 미국 대학의 특허 출원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

고 이와 함께 실시료 수입도 늘어나면서 미국 대학교 재정 건전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미국의 주요 대학교의 실시료 수입 분배는 특허

관리비용을 제외한 수익에 관하여 대학교, 연구자, 소속 단과대학, 연구

52) 특허청, 공공분야 직무발명보상제도 합리화 방안연구, 2015.11.11., 30면
53) Stephen Ezell, The Bayh-Dole Act’s Vital Importance to the U.S. 

Life-Sciences Innovation System,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2019.03.04.

https://itif.org/publications/2019/03/04/bayh-dole-acts-vital-importance-us-life-
sciences-innovati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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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54)

 마. 행정명령 10096 (Executive Order 10096)

1950년 1월 Truman 대통령의 행정명령(15 FR 389) 제1조 

(a)항에 근거하여 연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귀속을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 권리의 귀속 내용은 근무시간 중에, 정부의 시설, 설비, 재료, 

자금 등을 지원받아 업무 결과로 발명한 것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이익은 연방정부가 소유한다는 내용이다.55)

연방공무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연방정부에 양도하는 경우, 1986

년 제정되었던 연방기술이전법(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의 

연방정부 기관들의 실시료 수입 배분(Distribution of royalties 

received by Federal agencies) 규정에 따라 발명자의 소속 연방정부 

기관에서 매년 2,000달러를 발명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실시료 수입의 

최소 15%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직무발명 보상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56)

54) 특허청(주 52), 28면
55)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0096(The President Executive Orders 10096, 1950.01.23.)
   1. The following basic policy is established for all Government agencies with 

respect to inventions hereafter made by any Government employee: (a) The 
Government shall obtain the entire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all 
inventions made by any Government employee (1) during working hours, or 
(2) with a contribution by the Government of facilities, equipment, materials, 
funds, or information, or of time or services of other Government employees 
on official duty, or (3) which bear a direct relation to or are made in 
consequence of the official duties of the inventor.

56) 15 U.S. Code § 3710c - Distribution of royalties received by Federal 
agencies : (i)The head of the agency or laboratory, or such individual’s 
designee, shall pay each year the first $2,000, and thereafter at least 15 
percent, of the royalties or other payments, other than payments of patent 
costs as delineated by a license or assignment agreement, to the invento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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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판례

 가. United States v. Dubilier Condensor Corp.

1933년 연방대법원의 United States v. Dubilier Condensor 

Corp. 판결을 통해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자원, 설비

(materials and appliances) 등을 이용하여 발명 하였다면 이러한 사실

을 참작하여 사용자에게는 특허권에 대한 비배타적 사용권

(nonexclusive right)인 숍 라이트(shop right)를 주도록 하였다.57)

  1) 숍 라이트 (Shop Right)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숍 라이트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법상 

정립된 개념으로, 발명을 임무로 고용되지 않은 일반 종업원이라 하더라

도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시설 및 자원 등을 사용하여, 발명을 고안

하고, 이를 완성하여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였을 때,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비배타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말한다. 종업원이 

발명을 위하여 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해당 발명은 회사의 여러 

자원 등을 사용하며 창출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양도할 

수 없는 무상의 비배타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해당 직무발명의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되지만, 회사는 그 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용자가 갖는 무상 통상실시권과 유사한 개념이다.58)

coinventors, if the inventor’s or coinventor’s rights are assigned to the 
United States.

57) United States v. Dubilier Condensor Corp, 289 U.S. 178(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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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 라이트 요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을 것,

둘째 발명을 위하여 고용되지 않은 종업원일 것,

셋째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자원과 시설의 도움으로 발명했을 것.

위의 숍 라이트 요건과 다르게, 해당 발명이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

고, 사용자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종업원이 본인의 시간과 비용

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그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지라도 이 발명은 종업원의 소유이고, 사용자는 숍 라이트를 가질 수 없

다.59)

위에서 자세히 살펴 본 미국의 법·제도, 그리고 판례를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이에 대한 미국의 산정기준은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협상과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사적자치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즉 고용 시부터 미리 사용자와 종업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협의하

여 정하므로 법적 분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한다. 보통 

미국의 경우 본인이 생각한 좋은 아이디어로 발명을 한다면 다른 국가들

보다 창업을 시작하기 좋은 환경이며, 기업 간의 인수 합병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한 회사에 계속 소속되어 직무발명보상금을 기다리는 편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적을 것이다.60)

58) 박영식, “미국법에 있어서의 Shop right의 원칙과 우리 특허법에 있어서의 직무발명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사법논집 제2집, 1972, 119면

59) 특허청(주 52), 28면
60) 박은영, 직무발명 기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당보상의 법적 연구, 동아법학 제88호, 동

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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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독일의 법·제도 및 판례

1. 독일의 법·제도

 가. 종업원 발명에 관한 법률 (ArbNerfG)

독일은 원칙적으로 특허법상 발명자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며61), 

20세기 초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이에 

맞는 법 제정의 필요성에 발맞추어62) 1957년 ‘종업원 발명에 관한 법

률(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 (ArbNerfG), 이하 종업원발명

법으로 약칭)’이 입법되어 개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종업원발명법의 

목적은 발명 장려 및 산업발전을 추구하며 동시에 발명과 기술적 개선 

제안에 관하여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또한 종업원발명

법은 민간 분야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과 공공 분야의 공무원 및 군인에 

의한 발명과 기술적 개선 제안에 대하여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업원발명법 제6조63) 제1항에 의해 사용자

61) 독일 특허법 제6조 : 특허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지닌다. 복수가 공
동으로 발명을 하였다면, 그들에게 공동으로 특허에 대한 권리가 주어진다. 복수가 서
로 독자적으로 발명을 한 경우, 그 권리는 발명을 최초로 특허청에 출원한 이에게 주어
진다.

62) Dietmar Harhoff․Karin Hoisl, “Institutionalized Incentives for Ingenuity-Patent 
Value and the German Employees' Invention Act”, University of Munich 
Discussion Paper, 2006. 12, p. 7., 이상희, 업무상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
에 관한 연구-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 제도 간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
대학교, 2017.08, 106면에서 재인용

63) 종업원발명법 제6조(인도청구) ① 사용자는 종업원에 대한 의사 표시를 통해 직무발명
에 대해 인도청구할 수 있다. ②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구비한 신고가 
접수된 후 4월 이내에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문면방식을 통해 직무발명을 포기하여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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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해 인도청구의 의사 표시를 한 때, 종업원

발명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종업원발명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사용자 측이 

직무발명의 성립에 대하여 기여 및 직무발명의 상업적 이용가능성, 종업

원의 직무 및 직위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64) 또한, 보상액의 산정 

및 확정 절차는 종업원발명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1항에서 보

상 방법과 보상내용은 직무발명의 승계 의사표시 후 적절한 기간 내에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합의를 통하여 확정됨을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

서는 만약 확정된 보상액을 종업원이 수용할 수 없을시 2개월 이내에 

보상액에 대하여 문면방식을 통하여 이의 제기가 가능함을 명시하였

다.65)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09년 이전까지는 사용자가 4개월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자유발명으로 취급

하였으나 2009년 개정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을 통

지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승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발명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고된 발명에 대해 모든 권리를 확보할 수 있

도록 개정하였다는 점이다.66)

 나. 종업원 발명에 대한 보상지침

발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대해 인도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64) 종업원발명법 제9조(인도청구 시의 보상) ①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해 인도청구를 하
는 즉시,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상은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측이 기여한 정도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의 상업적 이용가능성, 기업체 내
에서 종업원의 직무와 직위를 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65) 한국특허법학회편, 「직무발명제도 해설」, 박영사, 2015, 19면
66) 박영규, 독일 종업원발명법 개정의 내용과 그 시사점, 법과 정책연구 Vol.15 (4), 한국

법정책학회, 201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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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산정에 관한 기준은 종업원발명법 제11조에 의거하여, 

1959년 7월 20일 연방노동부장관이 단체협약법(Tarifvertragsgesetz) 

제12조에 규정된 ‘종업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중앙기구’의 청문을 

거쳐 ｢사적 분야에서의 종업원 발명에 대한 보상지침｣(Richtlinien für 
die Vergütung von Arbeitnehmererfindungen im privaten Dienst, 이하 

보상지침) 공표하였다.67) 보상지침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기준의 취지에 

관하여, 기준 제3조 내지 제29조에서는 발명가치의 조사를 위한 방법에 

관하여, 기준 제30조 내지 제38조에서는 지분의 확정에 관하여 규정함

으로써 발명가치에 대한 얼마의 몫이 발명가에 돌아가며, 또 얼마의 몫

이 기업에 돌아가는 지를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기준 제39조 내지 

제43조에서는 보상에 대한 회계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 보상지침은 

특별한 법적 구속력 없으나 직무발명보상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종업

원, 나아가 중재위원회 및 법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가이드라인

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68)

보상지침에서 산정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종업원발명법 

제9조 제2항이며, 이 조항에 명시된 사용자의 기여도, 직무발명의 상업

적 이용 가능성, 해당 종업원의 직무와 지위 등을 반영하여 직무발명보

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즉 직무발명보상금(Vergütung, V)은 직무발명

의 가치(Erfindungswert) 및 발명자의 공헌도(Anteilsfaktor)로 결정하

는 것이며, 보상지침에 따를 경우, 보상액(V)은 발명가치(E)에 비례상

수(A)를 곱해서 산정됨을 알 수 있다(V=E*A).69) 아래에서 발명가치

67) 정연덕, 직무발명 보상기업 확인제 도입 방안 및 발명진흥법령 개정 방안 연구, 특허
청, 2012.08, 32면

68) 특허청(주 52), 24면
69) 권혁진, IP전문가협회 KIPEU의 지식재산 상식 (6)독일의 종업원발명법, 교포신문 1165

호, 2020.4.3, 16-17면 http://kyoposhinmun.de/serie-kolumne/2020/04/0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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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및 비례상수(A)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다.

[표 4]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식>70)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식

∙ 보상지침에서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본식 : V = [ E (= B × L )] × A

∙ 일정기간 동안의 실시보상금액의 산정식 : V = U × L × A

V : 보상액 B : 참고치(매출액 또는 생산액)

E : 직무발명의 가치*(= B× L)
* 회사의 이익액과 동일한 의미 L : 실시료율

U : 일정 기간의 매출액 또는
연생산액

A : 비례상수(설정된 직무, 직무에 대한
솔루션, 회사 내 지위 등을 평가한
후 합산하여 결정)*
*발명자 보상률과 유사한 개념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

  1) 직무발명의 가치(E)

직무발명의 가치(E)는 발명에 관련된 제품의 매출액과 통상 실

시료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통상 실시료율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직무발명의 가치(E; 여기서는 회사의 이익액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음)를 산정하는 아래의 3가지 방법을 살펴보겠다.71)

첫 번째 방법은 라이선스 유추법(license analogy), 두 번째 방법은 직

무발명의 가치(회사의 이익; benefits to the employer) 산정법, 세 번

째 방법은 발명의 추정가치(estimation of the value of the 

invention) 산정법이다. 두 번째 방법이 회사의 이익액을 통해 산정하므

70) 특허청(주 52), 24면
71) Alexander Harguth, Patent Ownership in Germany: Employers v Employees, 
McDermott Will & Emery, pp. 8 (“All three methods depend on the benefits that 
the employer receives from the service invention.”).



- 31 -

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계산이 가능하나 이 방법은 산정의 어려움이 있

어 회사가 직무발명을 자기 실시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라이선스 유추

법’이 적용된다고 하며,72) 특히 특허제품이 회사에 의하여 직접 제조,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매출과 연동하여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

이 가장 용이한 산정방법이라고 한다. 라이선스 유추법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가장 먼저 실시료 기초(Royalty base)가 산정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부품들로 만들어진 제품인 경우 그 제품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닌 해

당 직무발명이 적용된 부품이 실시료의 기초가 된다.73) 예외적으로 해

당 직무발명이 그 제품의 전체가치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제품이 실

시료 기초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합리적 실시료율(reasonable royalty rate)은 각 산업군별 실시료율 

평균값이 중요한 지표가 되며, 각 기업이 타 기업에게 직무발명을 실시

한 경우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보상지침 제10조에서는 발명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별 실시료율 예시를 보여주며 이를 

참고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 <산업별 실시료율 예시>74)

72) Alexander Harguth, supra, pp. 8 (“Typically, the license analogy is the 
appropriate method if the invention can be allocated to products 
manufactured by the employer.”).

73) Alexander Harguth, supra, pp. 8 (“For example, if the product (as protected 
by the patent) is composed of a plurality of components, German courts 
usually refer to those components of that product that are decisively 
influenced by the invention.”).

74) 특허청(주 5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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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분 실시료율 예시

전기산업 0.5~5%

기계기구산업 0.33~10%

화학산업 2~5%

제약산업 2~10%

      * 매출액이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

위 표의 산업별 실시료율은 매출액이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며, 매출액이 어느 정도 높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상지침 제11조에

서 구간별로 실시료율을 일정 부분 차감하며 환산하는 실시료율 예시를 

다음의 표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 직무발명으로 인한 매출액이 높은 경

우 사용자의 성과를 더 많이 인정하는 구조이며, 특별히 매출액이 높은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그 발명에 대한 가치를 축소·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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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매출액 구간별 실시료율 예시>75)

매출액
구간

매출액
(DM)

① 기본
실시료율3%
적용보상액

② 차감
실시료율
적용보상액

②/①
비율(%)

환산
실시료율
(%)

0
~3,000,000

3,000,000 90,000 90,000 100 3

3,000,000
~5,000,000

5,000,000 150,000 144,000 96 2.88

5,000,000
~10,000,000

10,000,000 300,000 264,000 88 2.64

10,000,000
~20,000,000

20,000,000 600,000 474,000 79 2.37

20,000,000
~30,000,000

30,000,000 900,000 654,000 73 2.18

30,000,000
~40,000,000

40,000,000 1,200,000 804,000 67 2.01

40,000,000
~50,000,000

50,000,000 1,500,000 924,000 62 1.85

50,000,000
~60,000,000

60,000,000 1,800,000 1,029,000 57 1.72

60,000,000
~80,000,000

80,000,000 2,400,000 1,209,000 50 1.51

80,000,000
~100,000,000

100,000,000 3,000,000 1,359,000 45 1.36

100,000,000~ 110,000,000 3,300,000 1,419,000 43 1.29

75)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을 위한 산업군별 실시보상액 산정방안 
연구, 특허청, 2013. 12.,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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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례상수(A)

비례상수(A)는 사용자와 종업원이 해당 발명에 기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서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며, 종

업원에게 맞는 업무의 적절한 배분, 업무 또는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용

자의 공헌 노력, 기업 내에서 종업원의 지위와 같은 세 가지 요소에 의

해 비례상수(A)가 정하여진다.

위 내용에서 보상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정식인 V=[E(=B×L)]×A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현재 독일에서 이러한 보상의 산정 방법은 

계산에 있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보상에 있어 실제 

실시 성과에 기반하는 것이 아닌 경제상의 실시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발

명 신고 후 형식적이더라도 최저의 보상을 시행하고, 발명 신고 후에 실

제로 활용이 되지 않는 발명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을 하지 않는 방법등

이 논의되고 있다.76)

76) GRUR(Deutsche Vereinigung für gewerblichen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e.V.), 
Stellungnahme zu einer Revision des Gesetzes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 
2000.02.18., S. 10, 박영규, 독일 종업원발명법 개정의 내용과 그 시사점, 법과 정책연
구 Vol.15 (4), 한국법정책학회, 2015.12, 160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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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판례

 가. BGH, X ZR 104/09, Urteil vom 6. März 2012. 판결

독일 연방대법원은 BGH, X ZR 104/09, Urteil vom 6. März 
2012. 판결 관련 직무발명 보상 사건에서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 직무발

명보상 산정 방법(해당 사건에서는 라이선스 유추법을 사용)에 의거하여 

산출한 직무발명의 가치가 실제 직무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를 통해 

회사가 얻는 이익에 못 미친다는 결과만 놓고 비교하였을 때 해당 직무

발명 보상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

다.77)

연방대법원의 해당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서 언급한 직무발명의 가

치(E)는 회사의 이익액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상호 합의한 직무발명보상 관련 규정 

또는 계약 자체의 법적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다.

77) BGH, X ZR 104/09, Urteil vom 6. März 2012, 특허청, 공공분야 직무발명보상제도 
합리화 방안연구, 2015.11.11, 2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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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일본의 법·제도 및 판례

1909년 4월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직무발명제도를 처음으로 도

입하였으며, 2015년 7월 일본의 직무발명제도에 중요한 전환을 가져오

는 특허법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그 이유는 동 개정안에 기존의 발명자

주의와는 상반되는 내용의 사용자주의 일부 도입 내용 및 당사자 간의 

계약을 중요시 여기는 내용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78)

[표 7] <일본의 직무발명 제도의 변천사>79)

개정시점 특징 주요 내용

1909년
4월 개정

최초로 직무발명
제도 도입

• 사용자주의 채택
•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한 예약승계 금지

1921년
4월 개정

발명자주의로의
전환

• 발명자주의 채택
• 대가청구권의 인정
•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한 예약승계 금지

1959년
4월 개정

직무발명 대가
산정의 방침 제시

• 발명자주의 계승
• 직무발명의 범위 명확화
•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한 예약승계 금지
• 대가청구권의 인정
• 대가 산정의 방침 제시

2004년
6월 개정

직무발명 대가
산정 방식 구체화

• 발명자주의 계승
• 직무발명 대가 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신설

2015년
7월 개정

-

• 사용자 귀속 제도 규정 신설
• 상당한 이익청구권 도입
• 상당한 이익의 결정 방법 규정
• 가이드라인의 도입

78) 전성태･문병호, 일본의 직무발명 제도 개정안 검토 및 시사점, Issue & Focus on 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09.25, 1~6면

79) 특허청(주 52),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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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법·제도

 가. 2015년 개정 특허법

1909년 특허법 개정시 사용자주의를 채택했었으나 1921년부터 

발명자주의로 전환하여 2015년 개정 이전까지 약 100년 간 발명자주의

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15년 개정을 통해 일부 사용자주의를 도입하

여 사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직무발명 관련 소송의 위험을 낮추어 전반

적으로 일본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의 

입법적 노력을 하였다.

2015년 공포한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 첫째, 사용자 귀속 제도 규정의 신설, 둘째, 상당한 이익청

구권의 도입, 셋째, 상당한 이익의 결정 방법(가이드라인) 제시이다. 구

체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계약이나 규정을 

회사 내 도입한 경우, 해당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권리

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며, 직무발명제도 규정이 도입되지 않은 경우

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는 이전과 동일하게 종업원에게 귀속된다.80)81) 

또한 직무발명보상에 있어 종업원은 상당한 이익의 청구권을 가지게 되

며, 사용자는 직무발명보상에 관해 종업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합리적으

로 이익의 내용을 결정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게 되었다.82)

80) 일본 특허법 제35조 제3항
   종업원 등이 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계약, 근무규칙 그 밖의 규정에서 사전에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허를 받을 권리는 그 발생
한 때부터 당해 사용자 등에게 귀속한다.

81)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종업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고, 
기업 등도 우수한 연구자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권리를 종업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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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당한 이익청구권 도입

특허법 개정을 통해 종업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이

익청구권을 법제화하였다. 기존에는 ‘대가청구권’으로 명명하던 것을 

‘이익청구권’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종업

원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에 한정하지 않고 승진, 연구비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지급의 

유연성을 강화하였다.83)

  2) 상당한 이익의 결정 방법

일본 특허법 제35조 제5항을 보면, “…상당한 이익의 내용의 

결정에 대하여 행해지는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의 청취상황 등을 고

려하여, 그 정한 바에 따라 상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상당

한 이익의 내용을 정하는 데 있어 종업원의 의견을 고려한 이후 상당한 

이익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각 기업의 상태,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정할 수 있게 하였다.84)

상당한 이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 종업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용자가 정

82) 전성태･문병호, 일본의 직무발명제도 개정안에 대한 검토, 지식재산정책 제25호,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5.12, 58~61면

83) 일본 특허법 개정안 제35조 제4항
   “종업원 등은, 계약, 근무규칙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를 귀속 시킨 … 경우에는 상당한 금전 그 밖의 경제상의 이익 …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84) 특허청(주 5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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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상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동법 제35조 제7항에 의거해 사용자는 법원이 

산출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추가적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일본의 판례

일본기업들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일시금 지불과 같은 금

전적 대가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았으며85) 직무발명보상금 평균 지출액

은 약 3,0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86)

 가. 나카무라 슈지의 청색 LED 판결87)

청색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기술을 발명한 종업원이이었던 

나카무라 슈지는 회사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발

명보상금으로 단 2만엔을 지급 받았다. 2001년 나카무리 슈지는 니치아

화학공업(日亜化学工業)을 상대로 200억엔(약 200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제1심에서 그 액수가 그대로 

인정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에 대한 관심을 끌

게 되었다.88)

85) 日本特許庁, ｢我が国, 諸外国における職務発明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13, 전성
태·문병호, 일본의 직무발명 제도 개정안 검토 및 시사점, Issue & Focus on IP,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5.09.25., 12면에서 재인용

8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일 직무발명보상제도 비교 검토”, 2013
87) 東京地裁判決 平成13年（ワ）17772号 (2001)
88) 박준석, 대학교와 그 구성원이 당면한 지적재산권의 제문제 -서울대학교의 현황을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55권 제4호, 2014.12, 550~551면
   항소심에서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약 8억 엔의 대가지불로 화해가 성립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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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심인 도쿄지방법원은 직무발명 대가로 약 604억 엔을 산정하

여 발명자이자 종업원인 나카무라 슈지에게 200억 엔을 지불하도록 명

령하였으며, 이 때 사용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방식은 해당 직무발명으

로 회사가 얻을 매출액 합계(1조 2,086억엔) x 독점으로 인한 매출액

(0.5) x 실시료율(20%) x 발명자 기여율(50%)로 계산되었다.

2005년 제2심 고등법원에서는 1심에서의 직무발명보상금보다 훨씬 많

이 감액된 약 8억 5천만엔(약 90억원, 당시 120억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1심의 실시료율인 20%보다 낮은 7~10% 정도만 실시료율로 인정

하였고, 동시에 1심에서 50%였던 발명자 기여율을 2심에서는 1/10 수

준인 5%만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세기의 직무발명 분쟁은 합의로 종결되었다.

[표 8] <청색 LED 사건 2심 화해금액의 구체적 산정방법>89)

사건의 원고인 발명자인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의 이름을 따 ‘나카무라 소송’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89) 김준효, 아이디어 스파크-과학기술인을 위한 직무발명 핸드북, 양문출판사, 2011, 12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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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출액(A)
(단위:엔)

보상금액(B)
(단위:엔) 비고

1994 439,000,000 1,097,500
Ax0.5(독점에 의한

비율)x0.1(실시료율)x0.05(발
명자공헌도)=B

1995 1,755,000,000 4,387,500 상동
1996 3,852,000,000 9,630,000 상동

1997 8,975,000,000 15,706,250
Ax0.5(독점에 의한

비율)x0.07(실시료율)x0.05(발
명자공헌도)=B

1998 14,360,950,000 25,131,663 상동
1999 20,876,190,000 36,533,333 상동
2000 34,625,200,000 60,594,100 상동
2001 45,867,300,000 80,267,775 상동
2002 71,222,520,000 124,639,410 상동

1994~2002 201,973,160,000 357,987,530

2003년
이후 250,591,271

1994~2002 기간 연평균
보상금액x9(유력특허의

평균잔존기간)x0.7(조정률)=B
보상금
합계액

608,578,801
(6억 857만 엔)

지연손해금 2억 3534만 엔

1997.4.18.부터
2005.1.11.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화해권고
금액총계 8억 4391만 엔 2005.1.31.까지 지급

 나.  올림푸스 광학공업(光學工業) 판결90)

대가의 규정이 “승계”의 규정에 포함되어 사용자 등이 일방적

으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판시는 상당한 대가는 특허법 제 

3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고, 현실의 대가가 

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종업원 등은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죽, 사전의 정함에 따라 대가가 지불되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올림푸스 광학공업 사건의 1심판결

90) 東京高裁 平成11年（ネ）第320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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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4), 2심판결(2001.5) 뿐만 아니라 니치아 화학공업(日亜化学工

業) 사건의 중간판결(2002.9), 히타치(日立製作所) 사건의 1심판결

(2002.11) 등에서 이와 같은 판결이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 요

지는 사용자가 정한 대가를 가지고는 ‘상당한 대가’라고 할 수 없으

며, ‘상당한 대가’에 미달하는 부족분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

이다. 이러한 법리는 상고를 기각하여 제2심의 판결을 인정한 올림푸스

광학공업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2003.4.22)에 의해서 확정되었다. 올

림푸스광학공업 사건의 판시 이후부터 ‘상당한 대가’에 대한 인정 금

액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91)

 다. NEC 머시너리 판결92)

특허 4건에서 단독 발명자였던 항소인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피항소인(NEC 머시너리 주식회사)이 기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

을 직무발명에 대한 상당한 대가로 청구한 사건이다. 발명자인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특허 4건을 실시함으

로써 피항소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하므로, 해

당 특허 4건에 대하여 항소인이 기여한 기여분 x 특허의 실시로 인하여 

피항소인이 얻은 이익액의 금액에 맞추어 항소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

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특허 4건에 대해 각 특허의 유효성 

및 실시 여부, 피항소인이 얻은 이익액과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의 기

여분 등을 감안하여 일부 인용, 일부 기각하였다.93)

91)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한․일 비교와 정책과제,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 
2005.12, 11면

92) 大阪地方裁判所 平成16年(ワ)第9373号 (2004), 특허청, 쟁점별 직무발명 韓･日 판례 
150선, 2012.12, 269~270면에서 재인용

93) 일부 인용, 일부 기각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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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중국의 법·제도 및 판례

1. 중국의 법·제도

발명자의 적극적인 창조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은 직무발명

에 대한 성과보수를 크게 ‘장려’ 및 ‘대가’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

한 양 측면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법률, 법규, 지방정부의 규칙 등에 관

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가. 중국 특허법 (专利法)

중국 특허법은 중국법상 전리법(专利法)으로 불리우며, 우리나라

의 특허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이 존재하나 중국의 경우 특허법

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모두를 규율하고 있다. 즉 전리(专利)의 범

위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까지 포괄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94)

① 본건 특허 A와 관련하여, 원고가 받아야 할 상당한 대가액은 피고가 본건 발명 A의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액(1억5934만엔)에 원고의 기여
분인 5%를 곱한 금액인 797만엔으로 보아야 한다.

② 본건 특허 B는 본건 특허 A의 이용발명인데, 이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에
게 양도한 시점에서 공연 실시로 인한 무효원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건 특허 
B에 대한 상당한 대가액은 피고가 기지급한 금원으로 충분하다.

③ 본건 특허 C에 대해서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지 않았던 기술이고, 또한 경쟁 회사를 포
함하여 본 업종의 모든 회사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본건 특허 C에 대
한 상당한 대가액은 피고가 기지급한 금원으로 충분하다.

④ 본건 특허 D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한 시점에서 공연 실시
로 인한 무효원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건 특허 B에 대한 상당한 대가액은 피
고가 기지급한 금원으로 충분하다.

94) 김아린, 중국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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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특허법(专利法)과 그 실시세칙(实施细则)을 통하여 직무발명

에 관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제6조95) 직무발명 및 비직무발명의 개념과 권리귀속, 제

16조 직무발명보상제도, 제17조 발명자의 서명권 등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리법 실시세칙 내에는 제12조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제77조 

및 제78조 특허권을 받은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대한 장려와 보수의 구

체적인 액수와 비율, 제81조 및 제85조에서는 직무발명 관련 분쟁해결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96)

가장 핵심이 되는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조항은 제16조이며, 이 조항에

서 직무발명보상의 개념인 장려에 관한 규정 및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구체화하고 있다97).

  1)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专利法实施细则)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은 행정법규의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법규

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특허법 시행령과 상응된다고 볼 수 

95) 중국 특허법(专利法) 제6조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된 발

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당해 단위에 
속하고,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당해 단위가 특허권자이다.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
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속하고,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당해 발명자 또
는 설계자가 특허권자이다.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된 발명창조에 대하여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체결한 계약이 있고, 특허를 출원할 권리와 특허권의 귀
속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96) 특허청(주 52), 38면
97) 중국 특허법(专利法) 제16조(직무발명창조의 장려)
    특허권을 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를 지급하여야 하

며, 발명창조특허를 한 후에는 응용 확신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발
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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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98) 특히 직무발명보상에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중국 특허법 제

16조에 근거하여 특허법 실시세칙에서 ‘직무발명보상 산정기준’을 상

세히 제시하고 있다.

직무발명창조의 장려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국 특허

법 실시세칙 제77조99) 또는 제78조100)에 따라, 전리권의 유효기간 동

안 아래의 구체적인 비율로 보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장려금 지급의 

경우, 전리권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지급하

여야 하며, 특허(발명전리)의 장려금은 건당 3,000위안(元)을 초과해야 

하며 실용신안(실용신형전리), 디자인(외관설계전리)의 장려금은 건당 

1,000위안(元)을 초과하여야 한다.

발명전리 또는 실용신형전리의 경우에는 매년 그 실행으로 얻은 영업이

윤에서 2% 이상을, 외관설계전리의 경우 매년 그 실행으로 얻은 영업이

윤에서 0.2% 이상을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그 비율

98) 특허청,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중국편), 진한엠앤비, 
2015.06, 21면

99)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专利法实施细则) 제77조(직무발명창조의 장려금) 특허권을 수여
받은 기관이 발명인, 설계인과 약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라 제정한 규장제도 중에 특
허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란 장려의 방식과 액수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을 공
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 가지 
발명특허권의 상금은 최저 3천 위안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나의 실용신안에 대
한 특허 또는 의장 특허의 상금은 최저 1천 위안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100)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专利法实施细则) 제78조(직무발명창조의 보수) 특허권을 수여
받은 기관이 발명인, 설계인과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에 따라 제정한 규장제도 중에 
특허법 제16조가 규정하는 보수의 방식과 액수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 유효기
간 내에 발명창조 특허를 실시한 후 매해 같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실시하여 획
득한 영업이윤 중 2% 또는 같은 항목의 의장 특허를 실시하여 획득한 영업이익 중 
0.2%보다 적지 아니한 금액을 보수로 간주하여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지급하거나 상
술한 비율을 참조하여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1회성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권
을 수여받은 기관이 그 밖의 기관 또는 개인이 그 권리를 실시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수
취한 사용비중 10%보다 적지 아니한 금액을 보수로써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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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조하여 일시금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전리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개인 또는 기타 단위에 전리실행을 허가한 경우, 발명

인 또는 설계인에게 그 실시료의 10% 이상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

급하여야 한다.101)

 나. 중국 계약법(合同法)

1978년 12월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선언 이후 시장경

제를 바탕으로 한 계약사회로 바뀌게 되었다.102) 이로 인해 중국의 계

약법인 합동법(合同法)은 중국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직

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법률이다.103) 

이러한 중국 계약법 제326조에서는 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 양도권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귀속되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직무발명의 성

과에 대해 기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직무발

명보상에 관하여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해당 직무발명 성과의 사용과 

양도로 얻어지는 수익으로부터 일정비율을 해당 직무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에게 장려 또는 대가로써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

인 또는 기타 조직은 기술계약을 체결하여 직무기술성과를 양도하는 경

우 직무기술성과의 완성인은 동등한 조건으로 먼저 양수할 권리를 가지

게 됨을 명시하고 있다.104)

101)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주 75), 72~73면
102) 박규용･김상명, 중국 계약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에 대한 고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

구원, 법과정책 20권2호, 2014.08, 128면
103) 전희경, 중국 직무발명의 재판 실무 및 시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제

15권 제1호, 2020.03, 28면
104) 특허청(주 52), 44면



- 47 -

중요한 점을 정리하면 중국 계약법에서는 직무발명의 사용권·양도권이 

법인 또는 기타조직에 속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해당 직무발

명 성과에 관하여 기술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해당 직무발명 성과를 사용·양도하여 취득한 수익 중의 일정 비율을 직

무발명을 완성한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또는 장려금으로 지급해야 한

다는 점이다.105)

 다.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促进科技成果转化法)

앞에서 언급한 중국 계약법(合同法)의 경우에는 수익으로부터 

어느 정도 비율을 직무발명 보상으로 주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

나 해당 법에서는 새롭게 증대된 이익 중 5% 이상의 비율을 직무과학

기술성과 및 이전에 중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해 놓았다.106)

위에서 언급한 직무발명보상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며, 중국에서

는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종의 최저보상 기준을 법제화하고 있는 형태이다. 직무

발명보상 관련 판례에서 법원은‘장려금 20,000元, 보상금 96,000元을 

105) 合同法第三百二十六条
106)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 제30조 : 기업, 사업단위가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또는 기타 

단위와 협력하여 연구개발한 과학기술성과가 성공적으로 이전하여 생산에 투입된 경우 
단위에서는 연속 3년에서 5년간 직무 과학기술성과를 실시하여 새롭게 증대된 이익 중 
5% 이상의 비율을 직무과학기술성과 및 이전에 중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주식형식을 택하는 기업은 직무과학기술성의 연구개발 및 이전실시에 
중대한 공헌을 한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금비율로 환산 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지한 주식 또는 출자금비율에 따
라 수익을 배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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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107) 고 최종적인 직무발명보상 지급액만 명시하고, 이러한 직

무발명보상 지급액이 산출된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참고적으로 2013년 6월 24일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에서 직무발

명에 대한 장려 및 보상 분쟁을 더욱 원활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직무창조발명인 혹은 설계인 장려, 보상분쟁 심사처리 지침’을 발표

하였으며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9] <직무발명창조인 혹은 설계인 장려, 보상 분쟁 심사처리 지침 

주요 내용>108)

구분 주요내용

제1조(적용범위)
-중국 내 발명창조에 적용
-발명창조의 완성지에 따라 전리권 귀속 확정

제2조(약정 우선)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라 직무발명 창조에
상응하는 장려와 보수를 확정
-약정이 없는 경우, 전리법 실시세칙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직무발명 창조에 상응하는 장려와 보수를 확정

제4조(약정의 내용)

-약정할 수 있는 내용은 장려, 보수 및 액수에 한정되지
않고, 장려 및 보수의 방식까지 포함
-약정한 장려/보수가 화폐 형식인 경우, 약정 액수는 법정
기준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회사는
자체적으로 업계 특성, 생산연구 개발 상황, 지식재산권 전략
발전 수요에 따라 상응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정할 수 있음

제5조(약정 형식의
합법성 심사)

-규정이 있는 경우, 절차의 합법성 심사
-주체의 권리·행위능력, 약정의 명확성, 약정의 철회·변경
가능성, 중대한 오해 여부, 사기나 협박의 여부 등을 심사

제6조(약정 내용의
합리성 심사)

-통상적으로 기업이 정한 직무발명 장려 및 보수기준은
합리적으로 추정
-법적 절차에 따라 약정한 것이라면 해당 기준은
합리적이며, 불합리하다고 하여도 법정 기준을 곧바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107) 二中民初字第82号, 2005
108) 특허청(주 52), 45~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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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법정 기준)

-전리권을 수여받은 회사가 발명인, 설계인과 약정을 하지
않고, 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규칙 제도에도 직무발명
장려, 보수의 방식과 액수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
기준을 적용하여 직무발명인의 장려, 보수를 확정

제8조(법정 장려의
확정)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77조에 따라, 전리권을 수여받은
회사가 발명인, 설계인과 약정을 하지 않고 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규칙 제도에도 전리법 제 16조가
규정한 장려의 방식과 액수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전리권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명인 혹은
설계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전리(*특허) 1건의 장려금은 최소 3000위안, 실용신안
혹은 디자인 1건의 장려금은 최소 1000위안 이다.
발명인, 설계인이 3000위안 혹은 1000위안 이상의
장려금을 주장하는 경우, 그 이상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음

제9조(법정 보수의
확정)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 78조에 따라, 회사가 전리를
실시할 시, 1건의 발명전리 혹은 실용신안의 보수는
상응하는 전리 실시로 인한 영업이윤의 2%보다 낮지
않고, 1건의 디자인의 보수는 상응하는 디자인 실시로
인한 영업이윤의 0.2%보다 낮지 않다. 또 타인에게 전리
실시를 허가할 시, 1건의 전리의 보수는 받은 사용비의
10%보다 낮지 않다. 발명인, 설계인이 주장하는 보수의
비율이 전술한 최저 비율보다 높을 경우, 그 이상의
부분은 지지하지 않음



- 50 -

2. 중국의 판례

 가. 탕카이핑 v. 지아링 공업 주식유한회사 판결

원고 탕카이핑(唐开平)은 피고 중국 지아링 공업 주식유한회사

(中国嘉陵工业股份有限公司)에 근무하는 동안 '오토바이용 고에너지 점

화 계통(摩托车用高能点火系统)' 실용신안과 '오토바이용 마그네토(一种

摩托车用磁电机)' 실용신안의 개발 작업에 참여했고 이 두 실용신안의 

설계인으로 등록109)되었으나, 피고가 실용신안권을 실시하는 동안 이에 

대한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의 실용신안 설계 과정에 대한 공헌도와 관련하여 해당 실용신안에 

대해 설계인의 작업 순서가 뒤에 있더라도 공헌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실용신안 제품인 고에너지 점화 계통을 직접 제조 및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고에너지 점화 계통을 조립 및 사용하여 오토바이

를 완성하였고 실용신안 제품의 시장가치는 이러한 완성된 오토바이로부

터 나오는 것이다. 즉 피고는 실용신안 제품의 사용자이며 동시에 실시

한 자이다. 이러한 근거로 법원에서는 '가격 이윤율 수액과 보수 비율'의 

공식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액으로 20,000위안을 

산정하였다.110)

109) (ZL200420060290.0) 摩托车用高能点火系统
110) 重庆市第一中级人民法院(2008)渝一中法民初字第52号民事判决, 2021.01.04.
    http://www.zgmw.com.cn/M/html/08794526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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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결

위에서 언급한 여러 국가들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관련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각 국가마다 직무발명에 대해 일부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은 직무발명에 있어 기본적으로 발명자주의 입장

을 취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발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직무발명의 소유권

이 발명자에서 사용자로 이전된다. 법률상으로 연방공무원의 직무발명보

상을 명시해 놓은 연방기술이전법(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의 연방정부 기관들의 실시료 수입 배분(Distribution of royalties 

received by Federal agencies) 규정 외에는 특별히 직무발명보상에 

대해 명시해 놓은 법률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인 기업

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때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협상과 계약을 통해 직

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직무발명 보

상제도의 도입과 시행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의 재량으로 정해진다.111)

독일도 미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직무발명에 있어 발명자주의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와 다른 점은 직무발명 및 그 보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종업원발명법(Gesetz ub ̈er Arbeitnehmererfindugen)

이 있다는 점이다. 종업원발명법은 종업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행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연방노동장관이 공표한 사적분야에서 

종업원 발명의 보상에 대한 지침을 근거하며,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이 지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111) 특허청, “국가 지식재산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술혁신 및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인프라 기초연구과제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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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하고 있다.112)

일본의 경우 발명자주의에 입각한 직무발명제도가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 

발전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기업과 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존의 발

명자주의 입장에서 2015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일부 사용자주의의 요소

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고용계약이나 사내 규정 등에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보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자치의 자유에 무게를 두었으며 

종업원에게 있던 대가청구권을 이익청구권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며 기

업으로 하여금 직무발명 보상지급에 있어 더 큰 유연성을 주었다.

중국의 경우 약정우선원칙이 적용되며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약정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국 특허법 제16조 및 특허법 실시세칙 제77조, 

제78조가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한 예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직무발명으로 인

해 얻은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상하도록 하는 보상에 있어서의 최

저한도 기준 정도를 법제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2) 특허청(주 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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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우리나라 직무발명 보상제도 관련 분석

제 1 절 직무발명제도 관련 현재 실태

1. 직무발명제도 도입 현황

지난 2006년 특허법에서 직무발명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시키고, 

이와 관련한 직무발명 내용들을 제14차 개정 발명진흥법으로 이관하였

다. 이것은 직무발명이 특허법의 목적인 발명의 보호 및 장려를 통한 기

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더하여 발명의 권리화, 사업화라는 확

장된 범위의 더 넓은 차원의 목적을 추구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13)

직무발명 창출에 관하여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함

으로써 사용자에게는 직무발명으로 사업화를 촉진하고, 종업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업원의 이익과 발명 활동을 촉진하

려 한 제도 목적을 온전하게 달성하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114)

하지만 이러한 많은 유익한 점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이 우리나라에서는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전체의 39.2%에 불

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발명보상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현재의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보상 관련 법률적 판단 및 판례를 살펴 보

113) 특허청(주 1), 3면
114) 윤선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있어서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요소에 대한 연

구”, ｢저스티스」 통권 제129호, 2012.4,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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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겠다.

[그림 1]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한 비율>115)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는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질

문 중 하나는 직무발명 제도를 꼭 도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일 것이

다.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종업원들에게 매달 임금을 지급하고 있

으므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또 다른 지출이 생긴다는 부담감

부터 가지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적법하게 승계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직무발명 보상은 임금으로 지급되는 월급

과는 별개이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서 

직무발명 보상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서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시에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115) 특허청, 2020년도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2020,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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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116)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나 미도입 기업은 고용계약

서 또는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에서 직무발명

을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이러한 내용의 계약서나 규정을 사내에 공표

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합법적 절차를 통해 직무

발명제도가 기업에 도입된다면 그 시점부터 발명진흥법에 규정된 승계절

차 및 정당한 보상 등을 진행해 나가면 된다.

2.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현황

직무발명 보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

원에서 발간한 ‘2020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식재

산권을 출원한 기업들이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아래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

한 기업 중 2019년 발명신고･출원･등록 보상금을 지급한 기업은 전체의 

39%이며, 평균 보상금은 387만원이였다. 또한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33.3만원, 직무발명 1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3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유형별로 발명신고･출원･등록 평균 보상금액을 비교해 보았을 때, 

대기업 1,352만원, 중견기업 878만원, 중소기업 222만원으로 나와 기

116)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

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
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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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규모가 클수록 평균 보상금액이 크게 나왔다. 하지만 1인당 평균 보

상금액과 1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왔으

며 대기업 20.0만원/인, 31.9만원/건, 중견기업 37.5만원/인, 39.5만원/

건, 중소기업 42.6만원/인, 40.3만원/건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그림 2]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현황 (발명신고･출원･등록 보상)>117)

위에서 살펴 본 발명신고･출원･등록 보상금 외에 직무발명보상에 있어  

실시･처분 보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실시･처분 보상금을 지급

한 기업은 전체의 11.9%이며, 기업의 평균 실시･처분 보상금액은 639

만원이였다. 또한 보상금 평균 지급 인원은 8.4명이였으며, 보상금 평균 

지급 권리건수는 4.4건이였다. 기업 유형별 평균 보상금액은 중견기업이

1,703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기업은 749만원, 중소기업은 518만원

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중소기업 120.7만원/인, 중견기

업 111.8만원/인, 대기업 17.4만원/인이였고, 1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중

견기업 215.5만원/건, 중소기업 185.4만원/건, 대기업 43.1만원/건으로 

117) 특허청(주 115),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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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

[그림 3]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현황 (실시･처분 보상)>118)

118) 특허청(주 115),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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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직무발명제도 보상시 법률적 판단

기업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였다면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

였을 때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맞는 정당한 보상

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종업원이 발명을 하였다면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또는 자유발명인지의 판단이 필요하며, 기업의 승계 결정

여부에 따라 어떠한 법적 프로세스로 보상을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

겠다.

1. 직무발명일 경우

종업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으로 판단되었을 시, 사용자와 종업원

은 직무발명에 대한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0] <직무발명시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구분 사용자 종업원

권리

-통상실시권 취득
-승계취득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권리
-조정신청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발명자로서의 인격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조정신청권

의무
-승계여부의 통지의무
-보상의무

-협력의무
-비밀유지의무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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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승계할 경우

  1) 기업 소유의 지식재산권으로 보유할 경우

기업에서 직무발명을 승계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법적 기한과 절

차에 맞게 승계절차 및 정당한 보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직무

발명을 완성한 경우 발명진흥법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19) 종

업원은 직무발명 완성 통지와 동시에 발명진흥법 제19조(비밀유지의 의

무)에 근거해 사용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120) 또한 사용자는 발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에 근거하여 ‘직무발명 완

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

계여부를 결정하여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121) 이러한 법적 의

무와 통지 시점을 지키는 것은 사용자에게는 직무발명의 소유권을, 종업

원에게는 정당한 보상 청구권이라는 각자의 권리를 가지기 위하여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119) 발명진흥법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

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
려야 한다.

120) 발명진흥법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①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
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21)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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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발명을 한 

종업원의 권리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특허법 제 33조에 따

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기업에 직무발명 완성을 신

고하고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이후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또한 발명자

로서의 인격권이 있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했

다고 하더라도 특허출원서 내 ‘발명자로써 본인의 성명을 기재할 권

리’가 있다. 만약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종업원은 

발명진흥법 제18조에 의거해 ‘심의위원회 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원회에 심의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122) 앞에서 

언급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와 동시에 발명을 한 종업원의 의무는 발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2명 이상이 

122)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
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사용자등이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
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사용자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
복하는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
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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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을 공동으로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계약 

또는 직무발명 규정 내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

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다면, 해당 발

명자인 종업원은 이와 관련하여 ‘협력의 의무’가 있다. 이와 더불어 

종업원은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직무발명 출원 시까지 해당 발명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다. 만일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본인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상배

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23)

반면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의 권리는 발명진흥

법 제10조(직무발명)에 따라 직무발명(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권리를 승계한 자이므로 이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또

한 사용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 내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을 통하여 종업

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취득할 수 있으며,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124)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발명진

흥법 제18조에 근거해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산업재산권분쟁조

정위원회(발명진흥법 제41조)125)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의 

123)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http://www.kipa.org/ip-job/method/method02.jsp
124)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
약 또는 근무규정

125) 발명진흥법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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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이어 사용자의 의무로는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및 발명진흥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종업원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통지하면, 그 통

지를 받은 사용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제외)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한다. 이와 함

께 사용자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

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승계하

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

무’를 가진다.

  2)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경우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해 승계를 결정하였을지라도 지식재산권

으로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서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다. 이러한 경우에도 종업원에게는 자신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권이 존재하기에 발명진흥법 제 16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출원 및 

등록을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산업재산권으로 출원 또는 등록되었을 시 

발명자인 종업원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서 출원 유보 

보상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126)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
원을 포함한다)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126) 발명진흥법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

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
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
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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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승계하지 않을 경우

  1) 통상실시권 취득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무발

명 건에 관하여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

지게 된다. 유의할 점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 경우, 미리 

종업원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해야 한다

는 예외적인 단서가 있다는 것이다.

통상실시권 취득을 위해 주의할 점은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라

도,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승계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점이

다. 그 이유는 4개월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발명

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발명진흥법 제13조 3항에 따라 해당 발명을 한 종업원의 동의

를 받지 못한다면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127)

127) 발명진흥법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

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
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
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
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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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발명일 경우

기업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할 때 종업원이 완성한 모든 발명

에 대해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사전예약

승계규정은 유효하지 않다. 발명진흥법 제2조에 나온 직무발명의 정의에 

부합되도록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

명에 한정하여 권리가 승계되도록 작성해야 할 것이다. 즉 자유발명일 

경우에는 종업원이 발명자로써 특허를 가질 권리가 있으므로 본인 명의

로 해당 발명을 출원 및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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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직무발명제도에 따른 단계별 보상 유형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 구체적이고 분명

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필요하며 이는 발명진흥법에 의거하여 발명제

안, 출원, 등록, 유보, 실시, 처분 보상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

재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무발명 보상으로는 크게 금전적 보상과 비

금전적 보상이 있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다수의 많은 

기업들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적 보상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

업별로 내부적 상황과 종업원의 보상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해외연수․유학,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희망

직무선택권 부여 등) 등 다양한 보상유형으로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다.128)

[그림 4]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기업의 발명신고･특허출원･등록에 

대한 보상규정 보유 비율>129)

128)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http://www.kipa.org/ip-job
129) 특허청(주 115),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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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화 단계에서의 직무발명 보상130)

 직무발명보상 유형에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

서는 크게 6가지의 금전 보상에 대해 논의하겠으며, 이러한 금전 보상의 

유형으로는 발명신고 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출원유보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먼저 권리화 단계에서의 직무발명 

보상으로는 발명신고 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출원유보보상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가. 발명신고 보상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해 출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발

명신고 보상과 같은 것은 제외하고 유무에 관계없이 받는 보상으로 종업

원등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

상이다.

 나. 출원보상

출원보상은 종업원등이 한 발명을 사용자등이 특허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으로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장려금적 성질을 가지며, 특허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해서 출원한 것이고, 일단 출원 후에는 

후출원 배제의 효과와 출원 공개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기 

130) 특허청(주 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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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지급하는 보상이다.

 다. 등록보상

등록보상은 사용자가 승계 받은 발명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결

정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보상이다.

 라. 출원유보보상

발명진흥법 제 16조에서 출원 유보 보상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명확히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원 유보 보상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즉 사용자는 출원 및 등록을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산업재산

권으로 출원 또는 등록되었을 시 발명자인 종업원이 받을 수 있었던 경

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31)

131)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

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
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
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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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이익 발생 시의 직무발명 보상132)

[그림 5] <실시･처분에 대한 보상규정 보유비율>133)

 가. 실시보상

실시보상은 사용자등이 출원 중인 발명 또는 특허 등록된 발명

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등이 얻은 

이익의 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나. 처분보상

처분보상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지급하

는 보상으로 처분금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된다.

132) 특허청(주 1), 7면
133) 특허청(주 115),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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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판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성격은 발명진흥법상 경제적인 약자

인 종업원(발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을 거절, 유보, 보상금 청

구권 자체를 부인하는 계약은 무효인 것이다. 또한 매월 지급되는 임금 

또는 여러 수당에 직무발명 보상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인정

되기 어렵다.134)

1.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판례

직무발명 보상금과 관련한 판례는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산

정 기준에 대한 사례가 많으며 판례들을 통해 통상적인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파악할 수 있다.

[표 11] <판례를 통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기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기준

□ 직무발명 보상금 =
① 직무발명으로 인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
x ② 종업원(발명자) 등의 공헌도*
x ③ 종업원(발명자) 개인의 기여도**(공동발명인 경우)

*종업원등의 공헌도 = 1–사용자등의 공헌도

**종업원(발명자) 개인의 기여도 = 1–다른 공동발명자의 기여도

134) 박준석, 종업원의 직무발명과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대학(원)생이 관여한 발명을 중심
으로-, 산업재산권 Vol.33,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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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산정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무발명으로 인해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종업원

(발명자) 등의 공헌도를 산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알아보겠다.

  가. 정당한 보상금 청구권의 산정 기준을 제시한 사례135)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은 직무발명 보

상액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인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구체화한 ‘정

당한 보상금 청구권의 산정 기준’을 제시한 판례이다. 위 판시의 내용

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할 때, 직무발명

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직무발명에 의

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를 고려하도록 명

시하고 있다.136) 또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게,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에 발명자 공헌도와 발명자 기여율을 각

각 곱한 금액이라고 판시하였다.

* 사용자가 얻을 이익 = 사용자의 매출액 x 직무발명의 기여도 

x 실시료율 x 독점권 기여율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 내용은 각 직무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피고의 제

135)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136)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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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생산량과 휴대폰 가격 등을 근거로 국내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 매출액에 정보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실시료율 2%를 대입하여 사용

자가 얻을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동시에 피고의 휴대폰 

제조 방법과 기술력 또한 고려하여 발명자의 공헌도는 20%로 계산하였

으며, 헤당 직무발명은 단독 발명이므로 발명자 기여율은 100%로 계산

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나. 사용자가 얻을 이익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13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은 정당한 직무발

명보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명

확한 의미와 기준을 제시한 판례이다.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경우,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무발명이 적용된 지식재산권에 관해 무상 통상실시권을 보유

하게 되므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단순히 무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권리를 벗어나 해당 직무발명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138) 그리고 사용자가 얻을 이익

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과 같은 회계상 이익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직무발명에 의한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이

익이 바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되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직무발명

이 적용된 지식재산권을 통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매출 증대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 또한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

13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38)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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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상금 청구권 발생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139)

수원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09가합2746 판결은 직무발

명보상에서 크로스라이센스에 의한 대가는 제외해야 하며, ‘급여와 직

무발명 보상금은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구분’한 판례이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피고의 에너지 연구소에서 플라스틱 리튬이온전지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팀 소속의 다른 연구원들과 폴리머전지 개

발을 착수하여 약 1년 후 리튬2차전지 및 리튬이온폴리머전지 등을 발

명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직무발명으로 피고 회사는 일본 기업과 크

로스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기에 원고는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 회사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 통상실시권이 있

다고 할지라도 발명자인 원고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

유는 없다고 명시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회사가 얻을 이익(이 사건의 특허발명 및 등록고안을 

실시한 제품의 매출액 x 실시료율 x 이 사건의 특허발명 및 등록고안의 

기여율)에 발명자 보상률 및 발명자의 기여율을 곱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받은 급여는 원고가 회사의 연구원으로써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이며, 이 사건의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로는 볼 수 없다고 

명시하여 급여와 직무발명 보상금은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판시하였다.

139) 수원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09가합2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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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 사례140)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2가합70651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원칙’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직무

발명보상금 산정시 고려될 수 있을 것을 명시하였다. 부수적인 이유들로

는 해당 직무발명이 특허로 실제 출원 및 등록되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그 직무발명에 기초한 특허를 실제로 실시 및 제품화하였거나 또는 일부

에 적용 및 채택하였는지 여부, 직무발명이 적용된 특허의 등록이 무효

가 되었는지 여부 등과 같은 것이다.

위 판결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에

게 승계시킨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마. 실시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제시한 사례1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09가합111307 

판결은 직무발명의 실시로 인해 매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을 제시한 판례이다. 원칙

적으로 이익액의 산정 시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

을 승계한 시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승계시점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예

견되는 이익을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지만, 권리 승계시 장래

140)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2가합70651 판결
1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09가합111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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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예상하여 실시보상금을 미리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제 실시계약의 체결 실적, 자사 제품에의 실시 여부 및 매출액 

등 권리 승계 후 보상금 청구시까지 발생한 구체적인 사정을 승계 당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산정에 참작할 수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실시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얻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최소한 그 실현된 이익만큼은 승계 당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

익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직무발명보상 소송에 의해 

특허의 가치가 변하면 이를 반영하여 특허의 가치를 재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실시보상금이나 처분보상금은 재산정하여 지급되어

야 한다.142)

2. 직무발명의 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판례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산정기준 뿐만 아

니라 보상금 청구권과 관련한 내용이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소멸시효 원칙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간주하며, 이

것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

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으로 본다. 단, 승계한 시점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

니며,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와 관련한 별도의 내용이 있는 규정 또

는 계약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명시한 지급시기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143)

142) 특허청(주 1), 42~43면
143) 특허청, 쟁점별 직무발명 최신 판례 2012~2015, 한국발명진흥회, 2015.12, 106~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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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례1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5. 선고 2011가합18821 판결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이 10년간 행사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이르며, 이러한 청구권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으로 계산

한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회사 내 근무규정 또는 계약으로 직무발명보

상금 지급시기를 명시하고 있을 시에는 해당 규정 또는 계약 등에 명시

한 지급시기가 바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피고의 구 관리규정 제13조 제3, 4항에 정해진 실시보상금

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함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즉 제2발명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제2발명에 대한 평가를 받고 등급이 결정된 

2004년 3월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에 이 사건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소

멸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1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5. 선고 2011가합188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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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시사점 

및 제언

제 1 절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기준 개선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이고 명확

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만일 이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시 발명자인 종업원은 해당 직

무발명 건에 대한 발명자의 기여율, 공헌도, 직무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 등 제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증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자의 기여율이나 공헌도와 같이 

해당 발명을 창안하게 된 경위와 진행된 프로세스 등과 같은 회사의 중

요한 영업비밀을 공개된 법원에서 증언시 영업비밀이 대중에게 알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연유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에 대한 주장 및 근거를 상세히 소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산정기준이 법원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한 현 문제의 개선을 위해 소송에 의한 사후적 방법보다는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을 위한 구체적 산정기준을 세우는 것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145)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경우, “공무원 직무발명의 

145) 정연덕, 직무발명보상기준에 관한 연구, 창작과권리 제67호, 세창출판사, 
2012.06.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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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에는 등록보상금(제16조)과 처분보상금(제17조)에 관한 산정기

준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공무원 직무발

명보상금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2]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기준>
구분 보상금 지급내용

등록보상금146)147)
∙특허 : 각 권리마다 50만원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처분보상금148) 처분수입금의 50% 내의 범위

반면, 일반 사기업에서는 기업 내의 근무규정이나 고용계약을 통해 직무

발명보상금의 기준이 정하여지며 이 기준은 각 기업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직무발명 보상

금의 산정방식으로는 해당 직무발명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금액을 보상

하는 정액법, 직무발명의 경제적 가치, 발명자의 공헌도 등 다양한 평가

146)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등록보상금) ① 특허청
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의 범위에서 국유특허권의 활용가치, 직
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147)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2항 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
원

148)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처분보상금) ① 특허청
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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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구분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나눈 후 직무발명 보상금을 등

급에 따라 지급하는 평가점수법, 직무발명 건에 의해 얻는 이익을 바탕

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는 슬라이드법이 있다. 또한 많은 기업

들이 출원보상 및 등록보상의 경우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실시보상 

및 처분보상의 경우 슬라이드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149) 법원의 판시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시보상 및 처분보상에 의한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통 기준이 되는 산정방식은 사

용자의 이익액에 비례하도록 계산하여 슬라이드법을 활용한다.150)

하지만 선제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

가 얻을 이익액, 발명자의 공헌도, 발명자 기여율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

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와 동시에 특허법 또는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에 대한 실시 ․ 처분보상금 산정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직무발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

에서 배포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참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표준모델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실시·처분 보상과 관련하여 여

러 요소들을 판례에 근거하여 반영한 계산 방법과 구분은 일반인들에게

는 지극히 넓은 해석의 여지를 주어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출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혼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직무발명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많은 기업들에게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 발명자 

공헌도, 발명의 기여도와 같은 다소 어려운 개념들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149) 정연덕(주 145), 14~15면
150) 유영선, 특허를 받을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도대금에 대한 당사자 의

사의 해석방법 및 양도대금이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으로 해석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지급해야 하는 양도대금 액수의 산정방법, 대법원판례해설 86호, 법원도서관, 2010 하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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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보다는 매출액, 순이익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 기업에서는 직

무발명제도를 시행하고 보상을 실시하는데 더욱 용이한 한 가지의 대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151)

위에서 언급한 특허청의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내 별표 3을 살펴

보면 실시보상금 산정기준(회사 직접실시)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 x 

발명자 공헌도 x 공동발명자 중 발명자 기여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처분보상금 산정기준으로는 양도와 실시허락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구분된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계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표 13]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내 실시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기준>152)

구분 유형 보상금 산정기준

실시
보상

회사
직접
실시

사용자가 얻을 이익Ⅹ발명자 공헌도Ⅹ공동발명자 중 발명자 기여도
※사용자가 얻을 이익
= 매출액Ⅹ독점권 기여도Ⅹ실시료율 (Ⅹ발명의 기여도)

처분
보상

양도 양도대금 Ⅹ 발명자 공헌도 Ⅹ 공동발명자 중 발명자 기여도

실시
허락

실시료 수입액Ⅹ 발명자 공헌도 Ⅹ 공동발명자 중 발명자 기여도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의 보상 절차 및 산정기준 등은 판례에 

근거하여 법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특허전담부서 또는 전담인

151) 특허청(주 1), 44~45면
152)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직무발명제도 공식홈페이지

(http://www.kipa.org/ip-job/data/data03.jsp), 2021.02.10

http://www.kipa.org/ip-job/data/data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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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인해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더 나아가 

직무발명보상 시행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법원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방

법은 회사의 이익에 발명자의 공헌도와 발명자의 지분율을 곱하는 방식

을 사용 중이며, 회사의 이익은 직무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에 실

시료율, 독점권기여율, 기여도 등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방식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이며 동시에 직무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실제 판매내역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153)

이러한 직무발명보상 산정기준의 복잡함과 계산의 어려움으로 직무발명 

보상 시행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 보다는 보다 명확하면서 시행하기에 용

이한 직무발명보상 산정기준 또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발

명 보상금 산정기준의 개선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방안은 정부에서 기업들이 더욱 쉽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실시권을 행사한 제품의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반영하여 계

산하는 방법 또는 처분권을 행사하여 처분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계산하

는 방법 등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작 및 배포하거나 발

명진흥법 또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등에 법제화하는 것이다.154) 앞에서 

153) 정차호·황성필, 직무발명의 실시를 통한 회사의 이익이 회계상 적자인 경우의 직무발
명보상금 산정, 산업재산권 제64호, 2020.07, 189면

154) 정연덕(주 14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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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듯이, 독일은 종업원발명법에 구체적인 직무발명보상 산정기준

을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독일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직무발명 보상

금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화하고 그 기준을 근거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사용자와 종업원 간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상호 인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표 14] <직무발명 실시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기준 개선(안)>

구분 유형 보상금 산정기준(안)

실시
보상

회사
직접
실시

(방법1)
사용자가 얻을 이익Ⅹ발명자 공헌도Ⅹ공동발명자 중 발명자 기여도
※사용자가 얻을 이익
= 매출액Ⅹ독점권 기여도Ⅹ실시료율 (Ⅹ발명의 기여도)

(방법2)
실시권을 행사한 제품의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반영하여 계산

처분
보상

양도

(방법1)
양도대금 Ⅹ 발명자 공헌도 Ⅹ 공동발명자 중 발명자 기여도

(방법2)
처분권을 행사하여 처분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계산

실시
허락

(방법1)
실시료 수입액Ⅹ 발명자 공헌도 Ⅹ 공동발명자 중 발명자 기여도

(방법2)
처분권을 행사하여 처분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계산

* 방법1 또는 방법2 중 보상금 산정기준 택일
** 특허청이 제공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내의 방법(판례

근거)과 병행 가능하도록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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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안은 법원에서의 판례를 계속 축적하여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분류를 나누어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을 기업들과 발명자

들에게 공유하는 것이다.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만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제1, 2심 판례가 90여건이 되며155) 앞으로 더 많은 직무발명 보

상금 사례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축적된 판례를 통한 직무발명 보상 산정기준의 제시를 통해 누구

나 정당한 보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다.156) 기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는 기업의 규모 또는 

매출액 크기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계산하는 산정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이처럼 직무발명 보상 시행률과 정당한 보상의 증대를 위한 산정기준 개

선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현재는 부족한 실시·처분 보상 관련 우

수 사례들이 추후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직무발명보상 사례를 수집해 나가고 이 사례들을 기업들에게 공유하는 

노력이 더하여 진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을 시행

하여 직무발명 활성화 및 정당한 보상 지급 문화 정착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155) 이지영,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과 재판례 분석 -2011~2020년간 제1, 2심 판례 분석, 
사법 56호, 사법발전재단, 2021, 668면

156) 정연덕(주 14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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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확대 개편

2012년 7월 18일 강창일 의원 외 9인이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후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

증제도가 시행되었다.157) 이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직무발명제도를 모범

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

증을 받고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 확

대를 위한 공공차원의 노력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시행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실질적으로 직무발명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

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158)

기업 입장에서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아야 할 어떠한 근본

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확률이 

클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들로 하여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

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인책에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이미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보상을 시행하

고 있는 기업에게만 유용한 인증제도가 아닌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끔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

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 제공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의 경우는 

기업들로 하여금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법적 의무화를 통한 직무발명 활

성화의 목적을 달성하며 동시에 기업의 성장과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시행을 이끌어 내는 방안이 있다.

157) 관련 근거로 『발명진흥법』 제11조의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13.9.시
행) 및 「우수기업 인증 운영요령」 (‘13.3.25, 특허청 고시)

158) 정연덕(주 67), 91~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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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제 인센티브 확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가 더욱 활발하게 시행하기 위해

서는 직무발명보상을 합리적으로 실시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

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크게 

네 가지가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다.

[표 15] <2021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인센티브>

연번 인센티브 내용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대상

2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6년차 연차등록료 추가 감면159)

3 정부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160)

4 SGI서울보증 혜택부여161)

159) 추가 감면 내용(%)은 아래와 같다.(2021년 4월 기준)
   직무발명보상 우수인증기업은 발명진흥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인증 유효기간(2

년) 동안, 보유한 등록권리의 4년, 5년, 6년차 등록료 납부 시 인증서 첨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등록료의 70%, 중견기업의 경우 등록료의 50%까지 감면, 직무발명제
도 홈페이지(http://www.kipa.org/ip-job/presentation/presentation01.js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160) 가점이 부여되는 정부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다.(2021년 4월 기준)
   (특허청)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IP 제품혁신 

지원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지원사업,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제조 중소기업글로벌 역량 강화 사

업, 상용화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R&D역량 제고, Tech-Bridge활
용 상용화기술개발,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생활혁
신형기술개발,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글로벌창업
기업기술개발

   (과기부)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사업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http://www.kipa.org/ip-job/presentation/presentation01.jsp),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161) SGI서울보증 혜택부여는 아래와 같다.(2021년 4월 기준)
   보증한도 확대(등급별 최대 30억원), 보험료 10% 할인,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중

http://www.kipa.org/ip-job/presentation/presentation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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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위 표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업에

게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선정 평가시 우대,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사업(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청시 혜택 부여, 기술보증

기금 등의 정책 자금 신청시 가점 부여, 법인세 추가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 제공162)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참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는 중

소벤처기업부(이노비즈협회)에서 운영하는 이노비즈 인증제가 있으며 일

부 주요 인센티브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6] <이노비즈기업 우대지원제도>163)

연번 인센티브 내용 비고

1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18년 시행)

2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3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최대 9개월 범위 내 기한 연장

4 기술보증 우대지원 보증한도 확대 : (일반 기업) 30억 → (이노비즈) 50억

5 무역보증우대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6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수출 대상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 지원

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

8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

9 산업기능요원제도
(제조·생산분야) 병역자원 일부를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10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분야 지원대상 요건 우대

11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수출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해외마케팅, R&D 지원)

12 공영쇼핑(아임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이노비즈 신제품 등 정부 정책지원을 받은 우수제품
판매·홍보 시 우대

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SGI Edu-Partner) 지원
162) 2021년 현재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R&D 세액 공제를 

적용(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3∼6%)하고 있으나 이것에 더하여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추가 세액 감면 인센티브의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63) 이노비즈 인증사 혜택 (https://www.innobiz.net/intro/intro3_1.asp), 이노비즈 인
증신청 홈페이지, 2019. 05 기준

https://www.innobiz.net/intro/intro3_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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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와 같이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

브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 및 

기관들과의 연계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

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더 많은 기업

들이 직무발명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직무발명보상을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증제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발명진흥법 제2장 제2절에 명시된 직무발명의 활성화라는 목표에 한걸

음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

2. 인증제 방식 개편을 통한 법적 구속력 부여

위에서 언급한 인증제 인센티브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무발

명보상의 활발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행 인증제 방식의 개편

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인증제 방식은 특허청고시(제 2021-1호)에

서 알 수 있듯이,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

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

부 지원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직

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정부기관에 어떠한 행정상의 보고 의무

도 없기 때문에 기업으로써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기업들이 인증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개편하는 여러 방안 중, 현재 기업

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운영되는 인증제를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행의 인증제 방식과는 다르지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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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필요가 있는 인허가 제도를 아래 표와 함께 살펴보면, ‘등록제’

의 경우에는 특정 사업이나 활동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등록 요건

을 갖추어야 하고 정부기관은 등록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신고제’는 특정 사업이나 활동의 개시와 그 

내용에 대하여 보고 의무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정부기관은 이에 대해서 

형식적인 심사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표 17] <인허가 제도 구분 및 현행법상 특징>164)

구분 현행법상 특징

허가 금지-해제의 관계가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인가 특허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한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

등록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속하는 인허가로 운영되는 사례 많음

신고 신고에 따른 수리제도를 두어 완화된 허가제로 운영되는 사례 많음

현행의 인증제는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직무발명보상을 우수하게 시행하였을 경우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기에 기업에게는 어떠한 의무사항도 없다.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을 활

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개편은 기업에게 있어 정부에 보고의 의무가 생

김으로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정당한 보상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

이다. 물론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개편할 경우, 기업들에게는 일정 부분

의 부담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나 궁극적으로 직무발명제도의 도입과 직

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164) 정부입법 지원센터, 법령입안심사기준-제2장 실체 규정-1. 인허가 제도 일반론,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18&astCls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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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직무발명보상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1. 실시료율 가이드라인 제공

 우리나라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보통 실시

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즉 직무발명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

려면 산정 요소 중 하나인 실시료율을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 실시료율을 계산하는 경우, 법원은 제품에 적용된 직무발명의 기술

분야별 실시료율 통계치를 사용하고 있다.165)

하지만 이러한 실시료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통계로서 조사

되는 실시료율 외에, 아직 명확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시 적용할 수 있

는 실시료율에 대한 정부(특허청)의 가이드라인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볼 때, 앞에서 언급한 직무발명 보

상금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산정방법을 이용하거

나 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업군별 적정 실시료율 가이드 라인을 활용

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는 2013년 특허청에서 발간한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을 위한 산업군별 

실시보상액 산정방안 연구에서 ‘적정 실시료율’이라는 비교적 넓은 범

위의 실시료율이 조사되어 배포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5) 문려화·정차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한 발명자 공헌도(dedication rate) 산정”, 
성균관법학(제31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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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166)

구분 적정 실시료율 독일 보상지침의 경우

농림수산업 1~4%

전기·전자산업 3~10% 5~50%(전자제외)

기계·기구산업 5~20% 10~33%

금속산업 3~6%

화학산업 2~5% 2~5%

의약·생명공학산업 3~10% 2~10%(제약산업)

의료·의학제품산업 3~10%

통신산업 7~15%

자동차·부품산업 2~7%

환경·에너지산업 5~10%

컴퓨터·부품산업 3~10%

토목·건설산업 2~5%

일본의 경우, 대부분 판례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실시료율

을 3%내지 5%로 인정하고 있고 이에 벗어나게 될 경우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167) 미국의 경우는, 직무발명 실

시, 처분 보상 산정기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흔치 않으나 

이와 관련하여 미국 특허소송에서 손해액(damages)에 대하여 계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합리적 실시료(reasonable royalty)에 근

거한 산정 방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판결168)에서는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lost profit)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권 허락을 가정하여 

166)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주 75), 요약문
167)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주 75), 37면
168) Georgia-Pacific Corp. v. U.S. Plywood Corp., 318 F. Supp. 1116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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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를 산정하고 이 실시료액을 손해배상액의 최저로 계산하였다. 여

기서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위한 고려요소를 참고할 수 있으며 고려 요

소는 아래 표와 같다.169)

[표 19] <실시료 산정을 위한 Georgia-Pacific 요소>170)

고려 요소 15가지

① 특허권자가 다른 실시권자에게 받은 실시료

② 특허권자가 다른 특허권자에게 지불한 실시료

③ 실시계약의 성격과 실시범위

④ 특허권자가 수립한 실시계약 정책

⑤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관계

⑥ 비특허품의 판매 영향

⑦ 실시계약의 기간

⑧ 특허품의 수익성

⑨ 특허품의 실용성과 장점

⑩ 특허발명의 특성

⑪ 특허권 침해자가 사용한 정도

⑫ 이익에서의 비중 또는 판매가에서의 비중

⑬ 특허에 의해 실현된 이익의 비중

⑭ 전문가의 의견 진술

⑮ 실시계약이 있었다면 합의하였을 가상의 실시료 총액

169)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주 75), 59면
170)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318 F. Supp. 1116, 

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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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별·기술별 실시료율은 기계산업 분야, 화학, 전기/전자 분야 

순으로 높은 편이고,171) 정보기술, 통신,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하드웨

어 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실시료율은 2%~7%이며 일반적으로 5%의 

실시료율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172) 물론 실시료율을 계산

하는 것은 같은 산업군·기술군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상황 및 조건이 

다르기에 일반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합리적 실시료(reasonable royalty)를 산정하기 위해 고려하

는 요소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시료율 가이드라인을 만

들어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에서 살펴본 보편적인 실시료율의 도입을 통하여 안정

적인 직무발명보상금 예측과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정부에서는 산업

별 적정 실시료율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발표

하여,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을 반영한 직무발명보

상 제도를 실시한다면 직무발명 보상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혼란과 분쟁

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71) 양동홍･김성철･강근석, “특허가치평가를 위한 합리적 로열티율 산정 방안 – 손해액산정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기술혁신학회지」 제 15권 3호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 713면

172) 양동홍･김성철･강근석(주 171), 7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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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발명 보상금 통계자료 조사 및 공유

직무발명 보상에 있어 많은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

는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통계이다.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보상금을 어

느 정도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과 실시·처분 보상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8년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에서 운영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인증을 받은 146개 중

소, 중견기업 (중견기업 : 19社, 중소기업 : 127社)을 대상으로 직접 보

상금 통계를 조사하여 분석해 보았으며 통계 결과들은 아래에 나오는 세 

개의 표로 정리하였다.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규정들을 분석해 보니 평균적으로 등록보상금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유보 보상금, 출원 보상금 순이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직무발명이 지식재산으로 등록되었을 때 제일 큰 가치를 두며,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이러한 내용들이 아래 표와 같이 반영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표 20] <출원·등록·유보 보상금 규정>

(단위 : 원)

구분
출원보상 등록보상 유보보상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평균 339,726 215,798 163,784 658,485 465,869 372,867 427,134 328,485 283,125

최대 2,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2,000,000 1,55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최소 30,000 20,000 20,000 50,000 50,000 20,000 20,000 2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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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출원·등록·유보 보상 실시 건 및 시행률을 아래 표와 같이 

분석하여 보니 출원, 등록 보상의 시행률은 각각 92.5%, 65.8%에 비해 

실시, 처분 보상의 시행률은 각각 3.4%, 0%로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1] <출원·등록·유보 보상 실시 건 및 시행률>

구분
출원보상 등록보상 유보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

건/社 시행률 건/社 시행률 건/社 시행률 건/社 시행률 건/社 시행률

총집행건
(146社) 3,925/135 92.5% 1,657/96 65.8% 11/2 1.4% 74/5 3.4% 0/0 0%

중소
(127社) 926/116 91.3% 473/79 62.2% 0/0 0% 21/4 3.1% 0/0 0%

중견
(19社) 3,019/19 100.0% 1,187/17 89.5% 11/2 10.5% 53/1 5.3% 0/0 0%

평균보상금
(건당) 138,386원 313,045원 482,917원 1,542,667원 -

또한 시행률이 현저히 낮은 실시·처분 보상에 대한 기업들의 규정 현황

을 살펴본 결과 규정 보유율 자체는 낮은 시행률에 비해 상당히 높았으

며(실시보상 규정 보유율 81%, 처분보상 보유율 84%), 규정상 판례식

을 반영한 직무발명보상 규정 보유기업 외에도 순이익, 매출, 정액제 등

의 방법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처분 보상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규

정을 보유한 기업들도 다수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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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실시·처분 보상 규정 현황>

구분
있음

없음 보유율
판례식* 매출

(일정%)
순이익
(일정%) 정액제 불명**

실시보상 46 5 52 9 5 29 81%

중소(127社) 42 4 48 5 4 24 81%

중견(19社) 4 1 4 4 1 5 74%

처분보상 46 5 58 7 5 25 84%

중소(127社) 42 3 54 5 4 19 85%

중견(19社) 4 2 4 2 1 6 68%

* 판례식 : 사용자가 얻을 이익 × 발명자공헌도 × 발명자기여도

** 불명 : 규정상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부 지급 방법 등의 명시가 없음

본 연구에서 시행한 직무발명 보상기업 보상금 통계조사는 2018년도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146개 중소, 중견기업에 관하여 진

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년간의 조사 및 더 많은 모수를 통한 광범위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유용한 

통계자료들이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된다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

고 운영하는 기업의 수는 더욱 증가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직무발명제도의 시행 및 정당한 보상을 통한 직무발명 활성화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직무발명보상 산정 기준 개선, 인증제 

방식 개편을 통한 법적 구속력 부여, 실시료율 가이드라인을 전 국민에

게 제공함으로써 결국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정당한 보상 시행에 이바지

하고 만일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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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등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

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등에게는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 경쟁

력을 높이고, 나아가 산업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직무발명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발명진흥법 제

2장 제2절에 명시된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당한 보상이란 용어 자체의 열린 해석의 가능성과 동시

에 넓은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으로 인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해외의 법·
제도와 판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직무발

명 법·제도 및 보상 관련 판례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

며 각 국가별로 파악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발명자주의이며, 특정 법률보다는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개별 계

약과 보통법에 의거해 직무발명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

었다. 물론 연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강제하는 연방 법률과 

일부 주에서는 사전양도계약의 제한을 두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사

적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개별 계약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차이점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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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 라이트 원칙이라는 우리나라의 무상 통상실시권과 유사한 개념도 존

재함을 알 수 있었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허법상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종업원 발명에 관한 법률 (ArbNerfG)’과 ‘종업원 발명에 

대한 보상지침’을 통하여 직무발명보상에 있어 구체적인 산정기준 예시

(산업별 실시료율 예시, 매출액 구간별 실시료율 예시)를 가이드라인으

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발명자주의에서 사용자주의를 

일부 도입하며 직무발명제도 운영에 있어 큰 변화를 주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이해되나 정당한 보상에 있어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전리법과 합동법 등의 많은 법·제도를 통해 직무발명제도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에는 장려와 대가의 지급이

라는 크게 2가지의 범주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에 

있어 법원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직무발명보상 지급

액을 명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점은 한계점이 있었으며 최저보상 기준을 

법제화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명자주의에 따라 직무발명은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되 사용자에게는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법정 통상실시권을 부여하

고 있다. 사용자는 승계의 통지만으로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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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나, 사전에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두

어야 하고,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하고 권리를 확보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사용자의 이익과 종

업원의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173)

본 연구에서는 발명진흥법상 명시된 직무발명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우수

한 지식재산권 창출에 앞장서는 사용자와 발명자를 위한 합리적이고 정

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기준 개선이며, 이의 개선을 위해 

현재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

준모델’내의 보상금 산정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의 판례에 기반

을 둔 복잡한 실시․처분 보상금 산정기준부터 개선이 시작되어야 할 것

이다. 그 이유는 직무발명보상을 시행하는 주체인 기업에서 판례에 기초

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기준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다. 현재 판례식을 반영한 직무발명보상 규정 외에 순이익, 매출, 정액제

와 같은 방법으로 직무발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

며 것은 직접 조사 분석한 ‘2018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

은 기업들의 실시·처분 보상 규정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시료 산정 시 Georgia-Pacific 15가

지 요소와 같은 고려 요소들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73) 구대환(주 50),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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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안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확대 개편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 방안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는 크게 네 가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으로 하여

금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더욱 다

양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의 확대 제공

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 보상의 활성화에 기여함이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현행의 인증제가 기업에게 있어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기업에게 막중한 부담을 부여하지 않는 선에

서 현재의 인증제를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개편하여 직무발명제도 도입

에 대한 기업의 의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기

업들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직무발명 보상을 시행한다면 이는 직무

발명 활성화라는 발명진흥법의 목표와 국가 차원의 산업 발전이라는 목

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방안은 정부에서 직무발명보상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

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산업별 실시료율을 조사하고 분석

하여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모든 기업에게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직무발

명 보상금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공유한다면 이것은 직무발명보상

에 있어 업계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날로 증가하는 직무발명보상 관련 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제안들의 반영을 통해 직무발명제도에 있어 대전제 중 하

나인 특허법 제 33조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발명진흥법 제15조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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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라는 법과 제도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종업원에게는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

시키고, 기업은 핵심전략기술의 개발 및 이윤 창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근원적 원동력에 직무발명제도가 존재함을 고찰할 

수 있었으며 나날이 증가하는 직무발명소송 등과 같은 분쟁 예방에 있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의 마련과 인증제 방식 

개편을 통한 법적 구속력 부여, 직무발명보상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입

법적 노력이 수반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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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through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g data, virtual/augmented reality (VR/AR), cloud 

computing, block chain and drones have already begun impacting 

our lives at an exponential rate. To keep up with this trend, 

companies are deploying a large sum of capital into hiring and 

developing research talents, expanding R&D facilities and 

acquiring the latest equipment to commercialize these 

technologi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lay a key par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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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market players to raise the barriers to entry and 

prevent the leakage of their core technologies.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more than 80% of domestic patents 

are created through employee invention. To secure higher quality 

patents, corporation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ctively 

encourage their employees to innovate and invent. As such,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protect and utilize 

advanced technologies, particularly those originating from 

employees have been increasing.  However, the current status is 

that many companies have not yet been able to implement the 

effective and reasonable system of employee invention. As a 

resul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eated by employees are not 

properly succeeded by employers. In particular, reasonable 

compensation for inventor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has not been achieved in many 

areas.

Through many disputes and discussions in the past,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level of reorganizat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and the succession of those 

inventions to employers. However, the subject of reasonable 

compensation still lacks a sufficient level of research, and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is paper recognizes these 

inherent issues and conducts research on employee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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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with a focus on compensation schemes and related 

judicial precedents.

This study focuses on Article 15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with a question on how legal framework and institutions can 

supplement to promote reasonable compensation for inventors. 

Under the Invention Promotion Act, the term “reasonable 

compensation” may provide employers with autonomy in 

compensation, but such broad terminology may create some 

ambiguity which could cause unreasonable compensation to 

employees who are inventors.

Chapter 1 discusses the research purpose and scope. Chapter 2 

reviews main laws related to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and 

the concept of key terminology such as  employee invention and 

inventor. Chapter 3 analyzes laws, systems, and related 

precedent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China in relation to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and reasonable compensation. Chapter 

4 examines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in Korea. In 

particular, the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s, 

legal judgments related to compensation, types of compensation 

at each stage of employee invention, and the legal precedents. 

Further comparison will be made against overseas cases 

highlighted in the previous chapter. Chapter 5 explor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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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for reasonable compensation in employee inventions 

and suggests plan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order to materialize the improvement plan, this study further 

evaluates measures such as improvement in compensation 

calculation standards,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excellent companies with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provision of guidelines for royalty rates, 

and survey and sharing of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statistics. Finally, the concluding chapter, Chapter 6, discusses 

the legal direction that may encourage reasonable compensation 

and create more high-quality employee inventions based on what 

had been discussed in earlier chapter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systems and precedents.

In view of the ever-increasing value of employee inventions,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view and compare our laws, 

systems and precedents with international counterparts regarding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and compensat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s with a 

reasonable compensation scheme is likely to have numerous 

positive impacts: (a) employees would be motivated to invent, 

(b) employers would be able to retain talents and technologies, 

and (c) the organizations can sharpen their competitive 

advantage against fierce global competition. To facilitate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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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implications, the gap in different opinion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about reasonable compensation needs 

to be bridged. Ultimately, this paper aims to suggest 

improvements in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reduce the 

risk of potential litigation, and provide an environment for 

employees and employers to coexist and further innovate 

together.

   ………………………………………………………………………

   Keywords : Employee invention, Employee invention 

system, Reasonable compensation

   Student Number   : 2018-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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