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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또는 특허분쟁에서의 counterclaim 특허 + 무상 Cross License + 소송상 

화해 settlement  특허분쟁종결 + 사용자의 회계상 수익 없음 BUT 직무발명보상 인정 

 

 

 

1.  무상의 크로스라이선스 사안 - 일본 최고재판소 Hitach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 Hitach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해외특허에 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2) 사용자에게 외형적으로 로열티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무상의 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의 경우에도 사용자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3) 사용자의 이익은 크로스 라이선스가 없었다면 크로스 라이선스의 상대방에게 지

불해야 할 로열티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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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의 라이선스 계약을 상정하여 직무발명으로 인한 로열티 수익을 산출할 수 

있음. 통상의 사용자 자기실시 유형에서 활용하는 방식과 유사 

 

2. 특허침해소송에서 Counterclaim 특허와 화해 settlement – 미국법원 Jang v. BSC 

사건 판결 

 

스텐트에 약물을 코팅한 DES(drug eluting stent) 발명자 Dr. G. David Jang은 의료기기 회

사 Boston Scientific Scimed (BSC)에 기술이전을 하였습니다. BSC와 경쟁회사 Cordis 사이

에 벌어진 특허소송에서 BSC사는 Jang 특허를 counterclaim 근거로 사용하여 양사는 최

종적으로 소송상 화해(settlement)로 특허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발명자 Dr. Jang이 BSC에 대해 특허 관련 수익에 근거한 보상을 청구하자 BSC에서는 어

떤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해당 특허에 대한 회계상 외

형적 수입이 전혀 없었던 소송상 화해(settlement)의 경우에도 가상의 라이선스를 상정한 

수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BSC로서는 Jang 특허를 counterclaim으로 

사용함으로써 비록 회계상 직접 수입으로 표시되는 것은 없더라도 실질적 이익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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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결의 취지도 일본 판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는 회계상 수입이 전혀 없지만 소

송상 화해로 상계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을 면한 것이

므로 그 금액이 사용자의 수익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계상 수입으로 표시되지 않지만 지출을 줄여주는 등 실질적으로 직무발명 특허

로 인한 수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상의 cross license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소송 

중 대가지급 없는 화해(settlement)도 사용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3. 시사점 

 

이와 같이 회계상으로는 어떤 수익도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

무상 직무발명보상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 회사에서 먼저 나서 회계자료

에 나타나지 않는 무형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종업원 직무발명자

에게 보상하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면, 사용자 화사에서는 크로스라이선스 또는 counterclaim 및 화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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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손해배상금액 또는 로열티 지출부담을 줄이는 등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으로 인한 수익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직무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자가 사

용자에 대해 직무발명으로 인해 얻은 수익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