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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일(일) - 시애틀 도착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Space Needle Tower와
시애틀의 유명한 재래시장인 Pike Place Marke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IP LL.M. 시애틀 해외연

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수팀은 교수님, 수강생, 인솔자로 구성되었다. 교

Space Needle Tower에 올라가보니 시애틀의

수님으로는 정상조 교수님, 심영택 교수님, 남효순

동서남북이 한눈에 보였다. 시애틀은 과연‘물의

교수님, 조홍식 교수님, 김종보 교수님, 허성욱 교

도시’
라고 부를만했다. 서쪽으로는 저 멀리 태평

수님이 참가하셨고, 수강생으로서는 IP LL.M.에

양, 가까이 엘리엇 만(Elliott Bay)이 펼쳐져 있고,

합격하신 16분, 그리고 일정 및 인원 등의 행정적

동쪽으로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Sleepless

인 일을 담당하게 된 필자까지 총 23명의 인원이

in Seattle)에서 톰 행크스의 수상가옥이 등장하는

참가하였다. 2010년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유니언호수(Lake Union)를 비롯하여 빌 게이츠

일주일간의 일정이었다.

의 집이 위치하고 있다는 워싱턴 호수(Lake

시애틀 공항 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내리고 있

Washington)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남쪽으로는

었다. 시애틀은 1년 중 겨울에 비가 가장 많이 내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다운타운이 보였다. 다만

린다. 온도가 한국에 비해 그리 낮은 편은 아니었

아쉬웠던 점은 비가오고 날씨가 흐린 탓에 남쪽에

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니 마치 비오는 11월의

만년설이 덮힌 4,392m의 휴화산인 레이니어 산을

한국의 날씨를 연상케 했다. 이처럼 비오는 날씨

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1)

는 시애틀 겨울의 전형적인 날씨라 한다. 런던에

Pike Place Market은 농민들과 시민들의 직거

가본 것은 아니지만, 런던의 날씨도 이와 비슷하

래 농수산물 장터였다. 각종 수공예품, 야채, 과일,

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선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현지 가이드 조상철 부장을 만나서, 전용버스

모습을 체험할 수 있었다. 생선가게에서는 관광객

를 타고 우선 점심식사 장소로 이동하였다. 점심

들을 위해 종종 밖에서 안으로 생선을 던지며 주고

은 된장찌개와 불고기, 생선조림이 유명한 해남이

받기도 한다는데, 마침 우리가 갔을 때 생선이 날

라는 한식당에서 하게 되었다. 점심식사 후에 우
리는 앞으로 5일간 머물게 될 시애틀 중심가
(Downtown)의 Crowne Plaza Seattle 호텔로 이
동했다.
오후시간에 관광을 하기로 하였다. 시애틀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연구원, 사법연수원(41기).
1) 정확히는 타코마 국제공항이다. 시애틀과 타코마시 중간에 위치한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은 시택공항(Sea-Tac)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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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고 있었다. 그 앞에 청동돼지상이 있었는데,

단체방문객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소개하는 곳

그 돼지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 복이 온다는 속설이

이라 할 수 있다.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9시부터 시작된 첫 번째 세션은 Nitza Vila 변

Starbucks Coffee 제1호점이었다. 예전부터 시애

호사님이 Software와 Sevice라는 주제로 발표해

틀에 스타벅스 1호점이 있다는 사실은 들었는데

주셨고,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있는 Cloud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다.

Computing에 대해 설명하여 주셨다. 두 번째 세션

스타벅스 1호점은 생각보다 아담했다. 그리스

에서는 Matt Skelton 변호사님이 Copyright를 주

신화에서 달콤한 목소리로 지나가는 선원들을 물

제로 발표해 주셨는데, 주로 Google Book Search

에 빠져 죽게 했다는 요정 사이렌을 모델로 한 스

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최근의 Settlement과정에

타벅스의 상표 원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관하여 소개해 주셨다.

문 앞에 1912라는 숫자가 쓰여 있는데, 사람들은

11시에는 미래의 기술에 대한 Vision을 제시하

보통 이것을 창업년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는 미래기술체험관에 들어갔다. LCD모니터를 손

1912번지라는 의미이고, 창업년도는 1971년이라

가락 여러 개로 움직일 수 있는 멀티 터치 기술, 신

고 한다.

문지를 손으로 터치하면 다른 기사로 바뀌는 기술

저녁은 Crab Pot이라는 곳에서 하게 되었는데,

등 신기한 기술이 많았다.

이곳이 시애틀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레스토랑이

점심식사를 간단히 한 후에 1시부터 Richard

라고 한다. 게, 조개, 홍합 등의 해물이 삶아져 나

Willder라는 특허법무팀의 associate General

오는데, 테이블 위에 온갖 해물을 쏟아 놓고 껍질

Counsel이 나와서 특허 이슈에 관하여 주제발표

을 망치로 깨어 먹는 곳이었다. 식탁 위에서 망치,

를 해 주었다. 2시부터는 이른바 MS Home Tour

펜치 등의 연장을 쓰는 재미가 있는 곳이었다.

라는 것을 하였는데, 이는 집안에서 마이크로소프
트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얼마나 생활이 편리해

2. 25일(월) - Microsoft 방문

질 수 있는지를 체험하도록 설계된 공간이었다.
예정된 모든 세션이 끝나고 MS 기념품점에 가

오늘은 날씨가 맑다. 시애틀에서는 날씨가 맑

서 구경을 하고 호텔로 돌아왔다. 오늘 저녁은 한

고 해가 뜨면 사람들이 햇빛을 받기 위해 거리로

식당‘궁’
에서 하였는데, 해물전골과 갈비 요리가

나온다고 한다. 아침에 호텔에서 조식을 한 후에

아주 일품이었다.

우리 호텔이 위치한 Seattle 다운타운을 떠나 마이
크로소프트의 본고장인 Bellevue로 이동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우 규모가 큰 회사다. 본

3. 26일(화) - Intellectual Ventures
방문 및 시내 관광

사인 Bellevue에는 총 80여개의 건물이 자리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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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사이사이에 일반 도로가 있을 정도로 범

미국의 유명한 특허자본회사인 Intellectual

위가 넓어서 이를‘마이크로소프트 캠퍼스’
라고

Ventures를 방문했다. IV 역시 MS와 마찬가지로

부르기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에 고용된 사람들

벨뷰 시에 위치해 있었다. 먼저 방문한 곳은

이 약 50,000명에 이르고, 한국인만 해도 350여

Intellectual Ventures Laboratory였다. 이곳은 일

명이 된다고 한다. MS에 소속된 Legal Counsel만

반적인 과학 실험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곳

해도 전세계적으로 4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은 발명가들로부터 사들인 아이디어를 실제의 물

오늘 강의가 있는 곳은 Microsoft Executive

건으로 만들거나 특허로 출원할만한 가치가 있는

Briefing Center라는 곳인데, 보통 외부에서 오는

지를 평가하고, 실용화 및 사업화를 진행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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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보통 2~3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에 위치한 해변인데, 여기서 바라다보는 시애틀

한다.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 퇴치에 관련된 프

다운타운의 경치는 정말 최상이었다. 더구나 우리

로젝트도 있었다.

가 방문했을 때 서쪽 태평양에서 비춰오는 석양이

다음으로 구경한 곳은 Intellectual Ventures

고층빌딩들의 얼굴을 반짝반짝 빛내고 있어 더욱

Fund였다. 이곳은 발명가들로부터 아이디어나 발

아름다웠다. 그 근처에 있는 다소 허름한 빌라들

명을 사들여서 이것을 특허로 만들고, 이를 실시

이 있었는데, 이 경치를 볼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

하거나 사용허락을 하여 이윤을 발생시키는 곳이

으로 20평대의 작은 집이 분양가 70만 달러에서

었다. 동 파트가 만들어진지는 아직 2년 정도 밖에

지금은 100만 달러를 호가하고 있다고 한다.

되지 않았다고 한다.

돌아오는 길에 야구팀 시애틀 매리너스의 홈구

점심은 양식 뷔페인 Old Country Buffet으로

장인 세이프코 필드(Safeco Field)와 미식축구 구

가게 되었다.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가도 흔히 볼

장인 퀘스트필드(Qwestfield)를 버스 안에서 확인

수 있는 음식점으로서, 전형적인 미국식 식사를

할 수 있었다. 현재 시애틀 매리너스에서는 일본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출신의 타자 이치로가 뛰고 있는데, 몸이 아니라

오후에는 관광시간이 마련되었다. 우선 호텔로

머리로 하는 경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얄밉지만

돌아온 뒤에 세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휴식을 취

경기성적이 매우 좋은 상황이고, 그의 연봉을 알

하고, 다른 한 팀은 관광에 참여하며, 마지막 팀은

길이 없을 정도라 한다. 한편, 추신수가 시애틀 매

쇼핑을 하게 되었다. 필자는 새로운 곳에 오면 여

리너스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매리너스

기저기 돌아다니고 구경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

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한 시애틀의

는 편인 까닭에 물론 관광팀에 합류하였다.

일간지는‘추신수를 놓친 것은 매리너스의 결정적

먼저 도착한 곳은 Pioneer Square 였다. 이곳

인 실수이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은 시애틀의 발상지인데,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그

오늘 저녁식사는 가야라는 한식당이었다. 오랜

리 멀리 떨어져있지 않은 곳이었다. 예전에 백인

만에 고기를 부위별로 구워먹을 수 있는 기회였다.

들이 시애틀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몽고계 원주민
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추장의 이름이 바로 새알
트(Sealth)였다고 한다. 그 추장이 남긴 유명한 말

4. 27일(수) - Perkins Coie 및
Seattle Univ. 방문

이 바로“이 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일부일 뿐이다”
라는 표현이다. 이 Pioneer

오늘 오전에는 시애틀에 소재한 로펌인

광장은 이 추장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동상을 하나

Perkins Coie에 방문하였다. Perkins Coie는 시애

만들어 놓았다.

틀의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가 머무는

이곳 광장은 1900년대 시애틀의 중심지였는

크라운 프라자 호텔로부터 매우 가까웠다.

데, 1930년경 굉장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일대

초고속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48층으로 올라

가 모두 불탔다고 한다. 그 불탄 잿더미를 다른 곳

갔더니 Al-Salam, Grace Stanton, Brian Lake 변

에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 광장 위에 모두 쌓았는

호사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퍼킨스 코이는 중

데, 그 까닭에 지금은 광장일대의 지반이 상당 수

국에 지사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위치하

준 상승했다고 한다. 그래서 광장 주변의 건물 1층

고 있는 로펌으로서 시애틀이 본사라고 한다. 전

은 과거의 2층에 해당한다고 한다.

체적으로 약 750명의 변호사가 일하고 있고 IP팀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바로 알카이(Alki) 비치
였다. 알카이 비치는 시애틀 다운타운의 맞은 편

이 80여 명에 달한다고 했다.
첫 세션은 Al-Salam 변호사가“Recent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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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s in US Patent Law”
라는 제목으로

데, 스페이스 니들 타워 근처에 위치한‘신라’
라는

발표해 주었고, 두 번째 발표는 ”
Reexamination:

한식당이었다. 예약해준 Brian Lake 변호사가 한

New & Inproved”
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Grace

국에서 온 우리를 배려하여 한식당으로 예약해 준

Stanton 변호사가 ”
Trademarks and the Internet”

모양이었다. 한식당에서 양념갈비를 만끽한 후에

이라는 제목으로 키워드광고, 도메인분쟁, 쇼셜네

호텔로 돌아왔다.

트워킹사이트와 옥션사이트, ISP의 책임이라는

오늘 저녁은 그냥 호텔에 남기가 아쉬워서 마

소재를 다루어주었다. 마지막으로 Brian Lake 변

음 맞는 두 분과 함께 Waterfront와 Downtown

호사가“Protecting Attorney-Client Privilege”
라

Street를 산책하기로 하였다. 사진기를 가지고 시

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었다.

애틀의 야경을 마음껏 담았다. 미국의 밤길은 매

점심은 퍼킨스 코이에서 제공해 주었다. 컨퍼

우 조용한 편이었다. 밤이 되면 온갖 네온사인과

런스 룸에서 강의를 들은 후에 그 장소에서 그대

사람들로 붐비는 한국의 거리와는 상당히 대조적

로 뷔페식을 하였다. 퍼킨스 코이는 중심가의 한

인 편이었다. Elliet Bay를 인접한 Waterfront로 내

가운데 위치한 빌딩에 위치한 까닭에 주변 경관이

려갔다. 바닷물 앞에 갔음에도 바다 냄새가 거의

매우 훌륭했다. 마침 공중정원이 있어 잠깐 나가

나지 않아 신기했다.

보았더니 날씨도 마침 맑아서 시애틀의 사방 경관
이 오히려 스페이스 니들 타워에 올라갔을 때보다
더 훤히 들어왔다.

5. 28일(목) - Univ. of Washington
및 KMOB 방문

오후에는 Seattle University School of Law를
방문하였다. 시애틀 대학교는 시애틀 중심가에서

오늘 방문지는 워싱턴 주립대학이다. 워싱턴

약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도착하니 부

주립대학은 워싱턴 주 최고의 대학으로서 특히 의

학장인 한국계 미국인 Chon 교수님이 우리를 환

대가 매우 유명하다. 정문을 들어서니 법대 건물

영해 주었다. 로스쿨의 전형적인 극장형 강의실에

이 등장했다. 법대 건물은 빌 게이츠의 후원으로

들어가서 서로 소개의 시간을 가진 뒤에 IP에 관

지었다고 한다. 워싱턴 로스쿨의 Takenaka 교수

련한 강의를 들었다. 시애틀 로스쿨은 시설이 매

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우 깔끔했다. 강의가 끝난 후에 이른바‘말굽형 강

UW 로스쿨에서 우선 Legal Clinic에 관해서 강

의실’
을 구경하였는데, 교수를 중심으로 좌우전방

연을 들은 후에, IP LLM에 관해서도 설명을 들었

모두에 학생들이 둘러싸는 식으로 설계된 강의실

다. 그리고 IP 분야에 관한 센터로서 CASRIP에 대

이었다.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을 매우 강조한 강

해서도 소개를 들었다.

의실로서, Chon 교수는 시애틀 로스쿨의 많은 교
수들이 이 강의실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후에는 Legal Clinic과 법대 도서관 투어를 하였다.

다음으로 시애틀 로스쿨에 부설된 Legal Clinic

최근 서울대 법대도 Legal Clinic 설립을 계획하고

을 구경하였다. 이곳은 로스쿨 과정을 듣는 학생

있어서 미국 로스쿨의 운영 방식, 공간 구조가 어

들이 학습과 진로에 관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떠한지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법대 도

수 있는 곳이었다. 클리닉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의

서관에는 생각보다 한국 법률서적이 많이 비치되

방이 마련되어 있었고,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공

어 있었다.

간, 상담 및 토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설계되어
있었다.
저녁식사는 Perkins Coie에서 협찬해 주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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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에 IP 전문 로펌인 Knobbe Martens
를 방문하였다. 크노비 마튼은 다운타운에 위치하
고 있었고, 미국 IP업계 2위였다. 특허 소송의 최

해외연수참관기 - 2010 IP LL.M. 미국 Seattle 해외연수 참관기

근 동향에 관하여 김민철 변호사님으로부터 강연

없어서 거리가 깨끗한 느낌이었다. 높이 솟은 빌

을 들었다.

딩과 바다항구가 조화를 이루는 절묘한 풍경, 아

저녁은 정통 스테이크 양식 레스토랑으로 가게

름다운 호수들과 그림 같은 산맥이 어우러진 자연

되었다. 저녁식사를 맛있게 한 후에, 아쉬움을 달

경관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던 것은 큰 행운이

래기 위해 간단한 Bar에 가서 크노비 변호사들과

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미래의 새로운 기술을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체험할 수 있었고, 인텔렉추얼벤처스에서 특허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볼 수 있었으며, 퍼킨스

6. 29일(금) - 한국으로

코이에서 첨단을 달리는 로펌의 문화를 경험했다.
크노비 마튼스에서는 고객의 감동을 위해 최선을

어느새 일주일간의 시애틀 일정이 끝나고 한국

다하는 법률서비스의 모델을 보았고, 시애틀 대학

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다. 이번 시애틀 여행

에서는 학생과 교수가 긴밀히 소통하는 민주적인

은 필자로서는 첫 미국행이었다. 미국이라는 새로

로스쿨 문화를 느낄 수 있었으며, 워싱턴 주립대

운 환경을 경험하는 한편, 같이 갔던 IP LLM 분들

학에서는 IP LLM, Legal Clinic, CASRIP 등 다이

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시차적응이 될까 싶

나믹한 로스쿨 프로그램에 관하여 배울 수 있었

더니만, 벌써 돌아오는 비행기 안이었다. 갈 때는

다. 5박 8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기업 두 곳,

시차적응이 쉽지 않아 낮에 졸기도 했지만, 돌아

로펌 두 곳, 대학 두 곳을 방문하고, 시애틀의 명소

오는 시차적응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었다. 시애

를 관광한 매우 알찬 시간이었다. 아무쪼록 이번

틀은 깔끔하고 차분한 도시로서, 미국에서 가장

에도 참으로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정상조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교수님, 심영택 교수님 그리고 여러모로 애써주신

고층빌딩이 높이 솟아있기도 했지만, 간판이 거의

최혜윤 팀장님, 송혜승 연구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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