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의 재직 중 발명을 직무발명 성립 불인정 판결 사례 – 직무요건 쟁점: 공무원의 

재직 중 발명 – 대전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 가합 105092 판결 + 대학교수의  

재직 중 발명 - 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1995 판결 

 

 

 

1. 대학교수의 전공분야와 다른 기술분야 특허발명 - 직무발명 성립 부정 : 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1995 판결 

 

사안의 개요 

발명자 대학교수 - 대학교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교수로 재직 중 발명, 특허등록 

산학협력단에서 대학교수 상대로 직무발명이므로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 청구, 1 심에서 대학교수 패소 판결  



특허법원 – 대학교수 승소, 산단 패소 판결  

 

특허법원 판결이유 

직무발명이란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한 당시에 피고는 ‘재료역학 1’, ‘설계제도’ 등의 

과목을 강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1991. 3. 1. 충청대학교 기계설계과 

조교수로 임용된 이후 2014. 9. 12.까지 충청대학교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세안용 이지 클렌징 티슈’에 관한 발명으로 일회용 물티슈로 

사용되는 스킨 티슈용 펄프지에세안액과 피부 컨디셔닝제 등을 함침하여 세안하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것이어서 기술분류상 섬유나 화학 분야, 용도상으로 

화장품 분야에 속하는 발명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교수로서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강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기계 분야에서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가 섬유나 화학 또는 화장품 분야에까지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한 행위는 피고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공무원의 재직 중 발명 – 해당 직무 담당 부정: 대전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 가합 105092 판결  

 

사안의 개요 

- 공무원 (피고) - 시청 환경관리과 상하수도 관련 담당 공무원 



- 원고 상하수도 관련 제품 생산판매회사 운영자, 해당 시에 제품 납품 

- 2011년 상하수도 관련 제품 – 공동발명 

- 사업자 원고와 공무원 피고는 공동발명자로 출원, 2012. 1. 16. 특허등록, 각 1/2 지분

권 보유 

- 공무원 (피고) – 소속기관에 직무발명 신고하지 않음 

- 공유 특허권자 공무원은 다른 사람에게 지분권 양도  

- 2013. 5. 2. 지분 양수인은 지분이전 등록을 마치고, 기존 공유자(1/2 지분권자) 원고와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 체결 

 

양수인과 기존 지분권자(원고) 사이 이익분배 약정 요지 

 



 

 

새로운 공유권자(양수인)의 특허발명 자기 실시, 특허제품 생산납품으로 경쟁관계, 공유

자 사이 분쟁 발생 

 

기존 지분권자(원고) 주장 – 공무원의 직무발명, 자자체 시에 지분권 있음, 경쟁사업자 

지분 양수인은 무권리자, 특허실시권 없음 

 

판결요지 – 직무발명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의 자유발명, 원고 패소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