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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로 창출한 특허권은 공유가 많습니다. 

특허권 공유에는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항이 많고, 특히 미국과 같이 법제가 다른 

국가에서도 동시에 특허권을 보유하면서 더욱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특허권 

공유에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주목할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을 통한 라이선스를 할 수 

없는 등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각 



공유자는 공유 특허발명 전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고 상대 공유자에게 그 이익을 

배분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기 때문에, 누가 공유자가 되는지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공유자로부터 제 3 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그에 관한 실시권을 

설정받는 경우 제 3 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기술 및 능력 등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타 공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된 상황은, 특허권 공유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공유관계를 해소하려는 단계에서, 공유자에게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 3 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위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특허법 특별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경매 등 현물매각 후 그 매각대금을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공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공유자는 상호간 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라도 공유 특허권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분할방법은 공유특허권을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기업과 대학이 

공유하는 특허권을 기업에서 실시하지만 그 수익을 대학에 전혀 배분하지 않거나 그 

배분액수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공유자 대학에서 해당 공유 특허권 매각을 통한 

이익실현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특허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 공유 

특허권 매매가 가능해야만 공유 특허권의 분할 문제가 현실로 닥칠 것입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NPE 입장에서는 공유 특허권의 활용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