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nks vs Unilever 사건 UKSC-2017-0032-Judgment, 영국대법원 2019. 10. 23. 선고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판결 – 직무발명자에게 2백만 파운드 (약30억5천만원) 보상의
무 인정

Professor Shanks는 전직 회사인 Unilever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발명한 특허에 대
한 보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영국대법원에서 2019. 10. 23. 선고한 판결은 사용자 Unilever
는 종업원 발명자에게 £2M (약 31억5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참고
로 영국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영국법원에서 직무보상금 액수를 산정한 부분을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회사에서 해당 발명으로 얻은 이익 산정액 £24.5M - The gross total benefit

obtained by the Unilever group from the patents was assessed at £24.5M.

(2) 직무발명자의 기여도 - "fair share" to award Prof Shanks. The Court briefly reviewed
the findings at first instance that had determined a fair share to be 5% on the basis of
evidence concerning matters such as the compensation rates in various corporate and
university compensation schemes and some published literature on the subject.

항소심 판결은 5% 기여율을 3%로 감축하였으나 대법원은 그와 같은 감축의 구체적 이
유 및 증거 없다고 판단하여 1심의 5% 유지함 - The reduction of this proportion on first
appeal to 3% was rejected and the 5% restored.

직무발명자의 기여도 주장 10 ~ 20% BUT 영국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 He argues
that between 10% and 20% of the benefit would represent a fair share

(3) 직무발명의 승계 당시의 가치를 판결 당시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보상금 결정함 Following the Court's determination that the time value of money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the Court applied an inflationary adjustment of 2.8% average to the
calculated benefit of about £24M over the time from the middle of when the benefit was
received. This produced a figure for compensation at 5% of "about £2M". The Court
awarded £2M. This illustrates the substantial impact of the time value of the benefit,
increasing the award by over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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