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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한 발명자 판단 기준 – 기본 법리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

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2)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

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 ∙ 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 ∙ 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

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3)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 ∙ 부가 ∙ 보



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 지도를 통하

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4)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

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참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연속된 개량발명 관련 진정한 공동발명자 판단 사례  

 

(1) 원고가 이 사건 A2 엔진의 개발에 처음부터 참여하였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발명제안서를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를 공동발명자 중 한 명으

로 하여 출원하여 특허 등록된 사실 + 발명제안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 및 도

면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A2엔진을 개발하면서 A2엔진 재생로직에서 DPF가 최적화된 조

건에서 작동하도록 시험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찾는 ‘캘리브레이션

(Calibration)’ 업무에 참여하였는데, 그 후 A2엔진 개발이 완료되자 A2엔진에 적



용된 로직 등을 마치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발명제안서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

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3) 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직무발명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에 실질적

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피고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구체적 기술사상 판단  

A. DPF 재생 관련 기술적 사상의 개념 

    가) A사상: 재생 중 아이들 진입 시 산소 농도 조절 

    나) B사상: 매연량에 따라 산소농도 이원화 

    다) C사상: 재생 중 아이들 진입 시 전제조건 없이 일정 시간 지난 후 재생 

탈출 

    라) C’사상: 아이들 상태와 무관하게 DPF 전단 온도가 일정 온도 이하인 상

태에서 일정 시간 지난 후 재생탈출 

    마) D사상: 잔존 매연량이 일정치 이하가 되면 재생 종료 



 

B. 기술사상 결합의 구체적 실현 형태  

    가) 선행 J엔진: A+C’+D 

    나) 선행 R엔진: A+B+C+D 

    다) 이 사건 A2엔진: A+B+C’+D 

 

C. 특허법원 판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A2엔진을 개발하면서 A2엔진 재생로직에서 DPF가 최적화된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시험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찾는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업무

에 참여하였는데, 그 후 A2엔진 개발이 완료되자 A2엔진에 적용된 로직 등을 마치 자신

이 발명한 것처럼 발명제안서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A2엔진: A+B+C’+D 로직의 특허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100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