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발명쟁점] 연구개발 프로젝트 진행 중 연구원 이직 + 그 후 출원한 특허발명의 공

동발명자 인정: 미국 Falana v. Kent State Univ. 사건 판결  

 

 

 

1. 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 및 이직    

 

Kent State University의 학내 벤처 Kent Display Inc. (KDI)에서는 1998년 1월 Dr. 

Olusegun Falana를 Post Doc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LCD 성능 향상용 첨가제 화합물 연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Post Doc 연구원들처럼 Dr. Falana도 오래 근무하지 않고 

1999년 9월 KDI, 즉 Kent State University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직하였습니다. 다른 연

구개발 프로젝트와 비슷하게 연구원 중 한명인 Dr. Falana이 연구팀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연구개발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2. 특허발명 완성 및 회사의 발명자 결정 



 

KDI에서는 Dr. Falana이 연구팀에서 사직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발

명을 완성한 후 2000년 6월 특허출원을 하였고, 2004년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Dr. 

Falana은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매우 중요한 성과를 달성한 것도 사실이지만, 

연구팀에서 이탈할 때까지 합성한 화합물은 최종 목표로 하는 특성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완성까지는 한참 더 남은 정도였습니다.  

 

KDI 연구팀은 Dr. Falana이 이탈한 후에도 연구개발을 한참 더 진행하여 목표한 화합물 

발명을 완성하고, 특허출원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한참 전에 사직

한 연구원 Dr. Falana를 특허출원에서 발명자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허등록 후 해당 특허발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Dr. Falana이 본인

을 공동 발명자로 인정하고, 일정한 권리를 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3. 쟁점 및 판결 – 발명자 확정  

 

연구개발에 참여하였다가 프로젝트 진행 중 연구팀에서 이탈한 연구원을 최종 완성된 특

허발명의 공동 발명자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매우 어려운 쟁점이고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그 대상발명의 범위를 먼저 정확하게 확정해야 하

는 것입니다. 각 청구항 마다 독립된 발명이라는 전제로 청구항별로 발명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특허청구된 구체적 화합물들 및 이를 청구하는 종속항들은 Dr. Falana이 발명

자가 아닌 것은 명확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구체적 화합물의 상위

개념으로 넓게 기재하여 청구한 독립항이 대상이었습니다.  

 

미국법원은 1,2심 모두 상위개념에 광범위하게 청구하고 있는 제1항 발명의 경우 Dr. 

Falana이 공동발명자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면 특허등록원

부 등 특허서류에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미국특허법에 따라 공동발명자의 권

리가 모두 인정됩니다. 이 사건 쟁점과 2012년 CAFC 판결의 요지, 실무적 포인트 등을 

상세하게 분석한 글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4. 시사점  

 

미국에서는 특허서류에 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은 연구원이 진정한 발명자로 주장하여, 소

송을 통해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실험 수행자 



등으로 진정한 발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많습니다. 

 

블럭버스터 의약발명의 특허에서 공동 발명자로 인정되면 거액의 로열티 수입이 생깁니

다. 그 규모가 수백억을 넘고, 때로는 몇천억 정도인 경우도 있어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명된 특허발명 중에서도 그와 같은 대형 블록버스터 특허발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발명자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나

라 특허실무는 이제까지 조금 무심한 편입니다. 장래 분쟁의 소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달리 Discovery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발명자 입증이 훨

씬 어렵습니다. 결국 진정한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본인이 근거자료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국내출원을 기초로 한 미국특허가 있고, 특허발명이 미국시장에서 대규모 수익을 낸 블

록버스터 신약으로서 미국특허에 기초한 공동발명자의 몫(stake)만 산정해도 수백억원 정

도에 이르는 케이스가 있다면, 그 공동발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해결수단으

로 미국특허의 발명자를 특정하는 소송을 미국법원에 제기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소송의 Discovery 절차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소송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증

거조사를 통해 진정한 발명자를 확정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