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 – 2] 기술보유자 명의 특허권 출자와 사업자본 출자 관계의 동업계약 파탄 후
특허권회수 분쟁: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3가합4347 판결

개인과 회사법인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그 동업관계는 쉽게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개발자

"갑"와

투자자

"을"은

"공동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갑은

기술개발 담당, 을은 경영 담당 및 대외적으로 회사법인 F 를 대표하는 것으로
권한분배를 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기술투자자 갑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일 이전 취득한 특허권과 등록신청
중인 모든 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유로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회사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사업상

종료되었습니다.

신뢰관계는
그때까지

얼마
위와

안되어
같은

지분이전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깨졌고,

공유

계약해지

약정에도

통지를

불구하고

하여

실제

동업은
특허권의

그와 같은 분쟁 도중에 특허권자 "갑"은 외부의 다른 회사 A 와 기술 및 특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함께 국책과제를 신청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갑은 자신을
F 사의 "기술개발원장"으로 소개하였고, 국책과제 신청 시 A 사는 주관기관, 갑의 F 사는
참여기관,

다른

대학은

위탁연구기관으로

기재하여,

최종적으로

국책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갑"은 A 사와 사이에 A 사는 사업개발 책임자, "갑"은 공동사업 참여자로 하는
사업화 추진에 관한 협약을 따로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당사자가 회사 F 가 아니라
개인 명의입니다. 여기서, "공동사업 참여자(즉, 갑)는 특허 등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기타 사업비용은 사업개발 책임자가 부담한다"라고 약정하고, 특허권자 갑은 협약에
따라 특허권 지분을 A 사에 이전 등록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특허권은 공동소유가
되었고, 다만 그 구체적 지분비율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자 갑과 회사법인 F 사 사이에 분쟁에 따라, A 사에서 개인이 아닌 회사 및
회사대표와 상대한다는 입장으로 양자의 신뢰관계도 곧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갑이
협약해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갑이 손해배상청구 및 특허지분권의 원상복구를
위한 특허지분이전등록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 심 법원은 특허권자 갑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중 요지로는, 갑을
배제한 채 F 회사와 국책과제를 진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국책과제의 당사자를 회사가 아닌 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고, 특허권자 갑을
기망하여 특허지분이전을 받은 후 그것 때문에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연구비 1 억
5 천만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손해배상 및 특허권원상복구를 청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갑 자신이 F 사의 "기술개발원장"으로 소개하였고, F 사 직원까지 파견해 과제수행을 했던
사정을 보면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별도 협약에 따른 동업관계의 종료로 인해 특허지분권 원상복구를 청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업 종료에 따른 관계청산은 민법상 조합관계의 종료로서 일당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아니라 조합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만 남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지분이전 후 공유자 A 사가 동업조합의 해산 후 잔여재산 특허권을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권지분이전등록청구 또는
지분등록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동업자에게 특허지분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므로, 동업파탄 후 청산은 그 원상회복이 아니라는 잔여재산
분배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