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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모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KAIST MIP 10주년을 
  자축합시다!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KAIST MIP)이 어느덧 10주년

을 맞이하게 되다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2005년 무렵부터 국가의 미래

가 지식재산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 임춘택 교수님, 백만기 김앤장 대표 변

리사님 등 전문가들과 함께 지식재산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

니다. 미래에는 지식재산이 현대국가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 보고, 이 분

야 인재양성이 절실하리라 생각했습니다. 2008년부터 임춘택 교수님과 함

께 특허청을 드나들면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

니다. 처음에는 웬 지식재산 교육을 말하느냐는 듯, 이상한 사람 보듯이 대

하던 특허청도 서서히 경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2009년 특허청은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신설을 위해 대학들을 상대로 공개신청을 받게 되

었습니다.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을 실감하였습니다.

2009년 9월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지원사업에 KAIST가 선정

되면서 우리가 꿈꾸었던 비전을 현실화하는 첫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

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KAIST 대학원 입시가 모두 끝난 시기였습니다. 이

론적으로 1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러다 보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

다. 천신만고 끝에 총장보고회, 학사연구심의회, 전체학과장회의, 입시요강

확정, 임시홍보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아슬아슬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드디어 2009년 10월에 입시홍보를 시작하고, 11

월에 입학생을 선발하고, 2010년 2월에 정식으로 MIP가 입학식을 할 수 있

이광형 교수

축하하는 글

KAIST 교학부총장

KAIST MIP

첫 10년의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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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입시홍보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

느냐 하는 또 다른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소리를 쳤는데, 미달이 되

면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입시 접수기간 동안 매일 기도하며 접수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약 3주의 짧은 홍보 기간에도 불구하고 약 2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아슬아슬 기적처럼 출발한 MIP

당시 특허청을 이끌고 계셨던 고정식 청장님의 선구자적인 통찰력에 크

게 힘입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규 대학원 입시

가 끝난 후인데도 불구하고, 추가 입시를 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해주

신 당시 서남표 KAIST 총장님과 장순흥 교학부총장님의 배려와 입학처 직

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4월에 ‘삼성-애

플’의 특허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미리 알고 MIP를 신

설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고비 때마다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셨

던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우리 기업들은 과거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적 패러다

임을 전환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기반으로 선진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해야 하는 선진국형 경제로 전

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진국형 경제의 특징인 창조적 기업활동 

결과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보호,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 창업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의 조성 등 가장 기초적인 국가경제적 기반은 여전히 미약

한 상태였습니다. 

Congratulatory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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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 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제

대로 된 지식재산으로 만들고, 세계 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저와 지인들의 공통적

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교육은 

법과대학에 몇몇 선택과목이 개설되는 정도에 그쳤고, 그나마 법학 과목 위

주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일부 법무대학원이 운영되는 정도였습니다.  

KAIST만이 잘 할 수 있는 지식재산교육

지식재산은 법과 제도를 근거로 인정되지만, 인간의 지적 활동의 소산에 

대한 권리인 점에서 태생적으로 과학기술.예술.경제.경영 분야의 융합을 요

구하는 특수한 전문분야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고도의 융합 영역인 지식재산 

교육을 KAIST가 가장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KAIST는 국가경제 발전에 다양한 모습으로 기여하였습니다. 과학기술 영재

들을 교육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핵심 인적자원으로 공급하여 왔습니다. 

국가 R&D와 산학협력으로 우수한 기술을 공동 개발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 생태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 인적 자원과 기술이 경

제적 가치로 승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였고, 이 일도 결국 과학기술 연

구와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KAIST가 중심이 되어야 잘 해낼 수 있다는 결론

에 이르렀습니다.

장시간의 논의와 우여곡절을 거쳐 2010년 드디어 KAIST MIP 제1기가 시

작되었습니다. 내부 교수님들과 삼성, LG 등 대기업의 지식재산 담당 임원, 

김앤장과 태평양 등 주요 로펌의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변리사들이 강의.논

문지도.학술행사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해에 25명만 뽑는 것을 

9



Congratulatory message

목표로 했지만, 원서를 받아 보니 우수한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 정원을 두 배

로 늘렸습니다. 다만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 교육은 KAIST로서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부족한 것이 많았고, 학생들과 교수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

청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 

책임교수를 맡았던 김철호 교수님과 2010년 가을부터 합류한 박성필 교수님

과 함께 틈이 나는 대로 학생회 임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강의하시는 

내부, 외부 교수님들께 현황을 보고 드리며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시간적으

로, 체력적으로 힘든 일들이었지만, 돌이켜보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MIP는 

조금씩 성장했고, 지식재산 전문교육의 요람으로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

었습니다.

원성 샀던 퀴즈시험, 성장의 원동력으로

처음 MIP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후 지속적인 보완을 하면서 교수님들과 

함께 많은 고민과 토론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KAIST의 전문성을 살려 

대전 본원에서 5개 과학기술 분야(IT, BT, ET, NT, Convergence)를 워크숍 

방식의 필수과목으로 수강하도록 했습니다. 분야별로 KAIST가 자랑하는 세

계적인 교수님들이 열정적으로 강의에 참여해 주었는데, 이것이 MIP 교육과

정의 핵심역량이 되었습니다. 서울 도곡캠퍼스에서 주로 이루어진 지식재산 

분야별 교육은 이미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국내

보다는 글로벌 기준의 지식재산 교육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선택과목에 대해

서는 지식재산의 융합적 성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다양한 교과목들을 개발

하였고,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을 초빙하기 위해 0.5학점 특강 

과목들도 개설하였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므로, 지난 주 공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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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수업 시작 전에 반드시 퀴즈를 보도록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퀴즈

를 힘들어 했고, 이것만 없으면 대학원 생활이 편해질 것 같다는 하소연도 많

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편하게 공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

라 믿었기에 불평이 있더라도 10년간 변함 없이 퀴즈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졸업생들이 오히려 퀴즈가 있었기에 MIP를 통

해 많은 것을 얻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어떤 졸업생들은 후배들의 퀴즈를 

더 강화하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일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편의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출석을 철저히 확인하고 출석률이 높은 학

생들에게 개근상을 주었습니다. 2010년 입학했던 한우식 학생(당시 삼성중

공업 과장)이 거제도에서 근무하면서 서울이든 대전이든 한 번도 빠지지 않

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9시 수업부터 참여하여 개근을 한 것이 대표

적입니다. 이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처럼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KAIST MIP가 있다는 생각이 듭

니다.

노스웨스턴 로스쿨 공동학위과정

한편 KAIST가 하는 MIP 교육은 국내용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초

창기부터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아마 국내 전문가들을 키우려 하였다면 처

음부터 이러한 교육과정을 구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

리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를 지켜줄 전문가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

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MIP 교과과정에 글로벌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보강해 줄 파트너 기관이 필요하였습니다. 마침 삼성전자의 김광준 전무님의 

제안으로 경영대에 계셨던 김철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결국 2011년 김 교

수님을 통해 미국의 일류 법학전문대학원인 노스웨스턴 로스쿨 (NLaw)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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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학위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열

정이 남달리 많았던 당시 NLaw의 데이비드 반잔트 (David E. VanZandt) 학

장을 초청하여, 서남표 총장님을 뵙고 협력을 위한 MOU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로써 MIP-LLM 복수학위 과정이 탄생했습니다. LLM 과정의 상당수 과목을 

NLaw의 유명한 현지 교수님들이 방한하여 KAIST에서 교육하도록 설계한 것

은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시카고 현지에서도 

수업을 듣게 했습니다. 이렇게 2년 교육을 마친 학생들에게 KAIST는 MIP(공

학 또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NLaw는 법학석사(LLM) 학위를 주기로 하였

습니다. 복수학위를 마친 학생들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DC 등지

에서 변호사 시험을 칠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최근 

여러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허허브국가추진 활동으로 발전

어느덧 10대 청소년기에 접어든 MIP는 조만간 제11기를 맞이할 것입니

다. 지난 10년 동안 저와 교수님들은 주중과 주말의 구별도 없이 열심히 MIP

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초창기 책임교수로서 저와 함께 MIP와 복

수학위과정을 위해 수고하셨던 김철호 교수님, 2014년부터 책임교수로 헌신

해 오신 박성필 교수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함께 해

왔습니다. KAIST 학부 학생들의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지식재산 부전공 프

로그램도 만들었는데, 이 또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최근에는 지식재산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나 변리사로 진출한 사례들도 보

고되고 있습니다. 2016년 중소기업인들의 지식재산 교육을 위해 중기부, 특

허법원, 특허청과 함께 개설한 지식재산최고위과정(AIP)도 성공적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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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투합한 여야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19대 국회부터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의 지식재산 정책을 위해 열심히 목소리

를 내 왔습니다. 그 결과 특허소송의 관할집중,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

도 등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MIP 재학생, 졸업생, 교수진, 직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모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KAIST는 과학기술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 시대에, 앞으로도 계속

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키우고 미래의 먹거리가 될 과학기

술을 개발하는 요람이 될 것입니다. 신성철 총장님의 비전과 같이 ‘글로벌 가

치창출 세계선도대학’이 되고자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KAIST의 

과학기술 역량이 지식재산으로 승화되지 못하면 이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것이 KAIST가 MIP를 품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KAIST MIP, 첫 10년의 발자국

이 시대가 KAIST에 부여한 사명은 MIP 동문, 재학생,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활약을 통해 궁극적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KAIST MIP가 남긴 첫 10년의 발

자국을 돌아보며, 앞으로 30년 간 나아가야 할 목적지를 바라봅니다. 모두 감

격스러운 마음으로 KAIST MIP 10주년을 자축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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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KAIST MIP)의 10주년을 축하

합니다. 뇌과학자인 저로서도 인간의 두뇌활동의 결과물인 기술과 예술을 법

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법들에 대해 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우리나라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여해준 지식재

산 프로그램 교수님들과 학생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간 두뇌의 무한한 잠재가치를 확인하고 보호해주는 지식재산은 이른바 

초지능(Hyper Intelligence), 초연결(Hyper Connectivity), 초융합(Hyper 

Convergence)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앞으로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

반에 적용되면 고도의 융합기술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기술영역이 

연결, 융합되어 전혀 새로운 기술의 가치가 발견되고, 이에 대응할 만한 특허

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내용이 정교화 될 것입니다. 

다만 순수한 인간의 발명이나 창작물이 아닌, 인공지능에 의존한 발명이

나 창작물의 경우 이를 전통적인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

는지는 향후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재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빠르고 정확한 실행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졸업

생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 

재산 관련 이슈는 MIP 동문들과 교수님들께 더욱 중요하고 도전적인 과제

정재승 교수

환영하는 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지식재산의 미래, 

10년을 일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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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ing Speech 

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전되면 여러분들께서 지식

재산권의 성립요건, 공유관계, 가치평가, 침해여부의 판단 등 모든 핵심적

인 이슈에 대해 전통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게임의 

법칙을 만들어주시길 기대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은 인간의 본질적인 영역에 더 접근할 것

입니다. 특히 인간의 모든 관계의 영역 즉, ‘인간 상호간의 관계’, ‘인간과 

기계의 관계’, ‘인간과 사물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융

합시킬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라고도 지칭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던 모든 일들이 온라인에서 일어

나게 됩니다. 반대로 온라인이 오프라인의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서로 다른 영역들이 융합되

어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고,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융합되면서 인간의 가

치, 과학기술의 가치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단순히 전문지식을 두뇌에 기억하고 있는 전

문가들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교육제도와 관련해서

는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받고 산업현장에 뛰어든 분들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과거 법조계에서는 법률 규정과 법원의 판례

를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 유능한 법률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

만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축적이 이러한 상황

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현재는 노트북이나 심지어 스마트폰만 잘 사용한다

면 경력이 짧은 젊은 법률가가 기억력에 의존하는 경험 많은 법률가를 최소

한 지식으로는 압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

러한 상황마저도 바꾸어놓을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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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되면서 이른바 ‘컴맹’이나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인

공지능 변호사의 조언을 손쉽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 변호사는 

기초적인 법률문제를 듣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 보여주고, 상담하고, 간단한 

수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정도의 일이라면 인간 변호사보다 훨씬 빠

른 속도로 척척 해낼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률가들에게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각 

산업별로 직업의 구조가 파괴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보스포럼

의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기본적

인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기계와 경쟁하기보다는 기계가 못 하는 

본질적인 일들에 더욱 집중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가치를 만드는데 집

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상은 기술이 인간의 자리를 빼앗기보다는 인간의 

역할을 변화시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상당한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전통적인 업무영역에서도 인간 법률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사건을 의뢰한 고객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또는 “기계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몇 개의 옵션 중에서 고객의 행복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옵션은 무

엇인가?”처럼 철학적인 고민과 가치판단은 아직은 인간만이 내릴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도전정신을 고취시키는 미래이기

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암울해 보이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어쨌

든 미래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과 

법률 분야의 전문가인 KAIST MIP 동문, 재학생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

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경제 

구조와 사회시스템을 그에 발맞추어 혁신하는 과정에 크게 기여하여주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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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각종 규제 입법과 규제 정책이 창의적인 기업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블록체인, 인공지능 경제, 빅데이터의 분석 및 거래 등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식재산 관점에서 애써주세요. 개인의 사생활은 침해하지 않고 

데이터의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지는 못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타개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KAIST 

MIP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규제 

패러다임을 고민하고, 필요 시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로 자신만의 업무 전문성을 키워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혁신

적인 기술을 마음껏 실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

시할 수 있는 경우라야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먹거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지

식재산의 여러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약하시는 KAIST MIP 졸업생, 재학생 

동문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Welcoming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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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한 사람들의 기록이다 .

실패한다는 두려움을 극복한 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작성한 이력은 지식재산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 에드워드 카, 역사학자 -



MIP’s story, IP’s history 



MIP’s story, IP’s history 

2009 07월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석사과정 사업주관대학으로 선정

09월 특허청과 MOU 체결 및 운영금 지원

2010 02월 제1기 지식재산/과학저널리즘 입학식 (KAIST 창의학습관)

04월 현판식 (KAIST 대학2호관 N5동 앞)

10월 KIPO - WIPO - KAIST - KIPA AICC 컨퍼런스 협력 MOU 체결
제1회 KIPO - WIPO - KAIST- KIPA AICC 컨퍼런스 개최

11월 복수학위(MIP - LLM) MOU 체결
협약기관: Northwestern University Pritzker School of Law 

2011 02월 제2기 지식재산/과학저널리즘 입학식 (KAIST 창의학습관) 

05월 MIP 춘계 체육대회 개최    

05월 제1회 지식재산대상 시상식  

10월 2011 국제지식재산연수 (중국 상해)

11월 제2회 KIPO - WIPO - KAIST- KIPA AICC 컨퍼런스 개최

12월 한미 FTA 시대의 지식재산전략 워크숍 개최

2012 02월 제1회 사은회(1기 졸업)

02월 제3기 지식재산/과학저널리즘 입학식 (KAIST 창의학습관)

06월 제1회 KAIST MIP Homecoming Day & 하계친선체육대회

10월 2012 국제지식재산연수(중국 북경)

11월 제3회 KIPO - WIPO - KAIST- KIPA AICC 컨퍼런스 개최

22



2010 - 2019

 KAIST  MIP 주요 연혁

세계적인 IP 전문가 양성 플랫폼의 시작 (2010 ~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 프로그램(KAIST MIP)

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요람인 KAIST가 2010년 특허청과

의 협력을 통해 시작한 국내 최초의 실무 중심 지식재산 전

문학위과정이다. 당시에 ‘삼성-애플 소송’ 등 천문학적 규

모의 글로벌 분쟁, 특허괴물(Patent Troll) 또는 비실시기업

(Non-Practicing Entity)으로 불리는 비즈니스 모델의 발흥, 

R&D와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에서 산출되는 지식

재산의 활용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KAIST MIP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성장은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KAIST MIP 설립 후 주요 

과학기술 영역을 IT, BT, ET, NT, 융합기술 영역으로 구별

하여 실시하는 KAIST 특유의 공학 워크숍 교육과 기관·기

업·로펌에서 지식재산 출원, 소송, 계약 등 실무를 다년 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중심 전문가들로 교수진을 구성해 세계

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 이들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매년 선발해 세계적인 IP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WIPO와 협력 AICC 운영 (2010 ~ )

2010년부터 KAIST MIP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와의 협력을 통해 WIPO의 온라인 

지식재산교육 플랫폼인 ‘IP Panorama’ 수강생들을 위한 

AICC(Advanced International Certificate Course)를 운영

2010년 2월 20일 1기 입학식

2010년 4월 27일 지식재산대학원 현판식 

2010년 KAIST-WIPO 국제 컨퍼런스

대한민국 지식재산 

교육의 이정표

23



2013 08월 Northwestern Law School 과의 협정 연장

09월 미래전략대학원 설치(기존 “이노베이션 학부”에서 소속 변경)

10월 2013 국제지식재산연수(싱가포르 WIPO 중재센터)

11월 제3회 지식재산대상 시상식

11월 제4회 KIPO-WIPO-KAIST-KIPA AICC 컨퍼런스 개최

2014 02월 2014 학위 수여식 (3기 졸업)

03월 2014 미래전략대학원(지식재산,과학저널리즘. 미래전략) 입학식

07월 미래전략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10월 제4회 지식재산대상 시상식

10월-11월 2014 국제지식재산연수(미국 워싱턴 D.C.)

11월 제5회 KIPO - WIPO - KAIST- KIPA AICC 컨퍼런스 개최

2015 03월 문술미래전략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10월 2015 국제지식재산연수(미국 워싱턴 D.C.)

10월 제5회 지식재산대상 시상식

11월 제6회 KIPO - WIPO - KAIST- KIPA AICC 컨퍼런스 개최

2016 01월 Northwestern Law School 과의 복수학위 협정 연장

10월-11월 2016 국제지식재산연수(미국 워싱턴 D.C.)  

11월 제7회 KIPO - WIPO - KAIST- KIPA AICC 컨퍼런스 개최

12월 제6회 지식재산대상 시상식 

MIP’s story, IP’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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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9

 KAIST  MIP 주요 연혁

해 왔다. AICC에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제3세계 국가

들을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기업, 학계, 법조계, 정부, NGO 

등에 소속된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매년 국제 지식재산 교육

을 이수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KAIST MIP-노스웨스턴 로스쿨 복수학위과정 개설    

(2010 ~ )

KAIST가 노스웨스턴 대학과 2011년 복수학위 과정 운영

을 위한 MOU에 서명하며 KAIST MIP는 글로벌 전문가 양

성요람으로 발전한다. 당시 노스웨스턴 로스쿨 데이비드 반 

잔트(David E. Van Zandt, 현 뉴욕 뉴스쿨 총장) 학장은 다

양한 실험적 과정들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유명했

다. 15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미국 중부의 명문 법과대학 

노스웨스턴 로스쿨과의 복수학위 과정 도입은 KAIST MIP 

10년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과학기술 기반의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공학석사 또는 경영학석사 학위를 수

여하는 MIP와 법학석사(LLM) 학위를 수여하는 노스웨스턴 

로스쿨의 협력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세계적 명성의 두 

대학교로부터 2년 내에 ‘공학+법학석사’ 또는 ‘경영학+법학

석사’ 학위를 받아 보다 효과적으로 경력을 쌓게 되었다.

지식재산대상 시상식 개최 (2011~ )

2011년 5월 21일에는 제1회 지식재산대상 시상식을 개

최하였다. 지식재산대상은 정책 및 입법활동으로 국가적 지

LLM 8기 Graduation Ceremony  

2011년 5월 21일 '제1회 지식재산대상' 시상식

2011년 Northwestern Law School 과의 협약체결

:이광형 교무처장, 서남표 총장, David VanZandt 

노스웨스턴 로스쿨 학장, 김철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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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2월 2017 학위수여식 행사

03월 2017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입학식

5월 2017 모의재판 현지연수(미국 캘리포니아)

10월 2017 국제지식재산연수(미국 워싱턴 D.C.)

11월 제8회 KIPO - WIPO - KAIST- KIPA AICC 컨퍼런스 개최

2018 03월 2018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입학식

05월-06월 2018 모의재판 현지연수(미국 캘리포니아)

10월-11월 2018 국제지식재산연수(미국 워싱턴 D.C.) 

11월 제9회 KIPO - WIPO - KAIST- KIPA AICC 컨퍼런스 개최

2019 03월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입학식 

05월 2019 모의재판 현지연수(미국 캘리포니아)

10월-11월 2019 국제지식재산연수(미국 워싱턴 D.C.)  

11월 제10회 KIPO - WIPO - KAIST- KIPA AICC 컨퍼런스 개최  

MIP’s story, IP’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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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산의 기반을 조성하거나, 지식재산 사업화를 통해 가치

를 창출하고 지식재산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혁신의 

가치를 보호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

운 이들을 포상하는 제도이다.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

서비스협회와 공동주최로 지식재산대상을 시상해 왔으며, 

KAIST MIP가 시상을 주관해 왔다. 제1회 시상식에서는 김

정중 당시 LG전자 상무, 김광준 삼성디스플레이 전무, 이형

칠 주식회사 윕스 대표이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꾸

준히 지식재산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들에게 지식재산대상

을 수여하고 있다.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참여 (2014 ~ )

2014년 9월 23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 

64명과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20여명이 주축이 된 대한민

국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19대 

국회의 정갑윤 국회 부의장, 원혜영 의원, KAIST 이광형 교

수가 공동대표를 맡아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분야의 세계 허

브로 만들자는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법제

도를 선진화하여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존중 받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후 KAIST MIP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위원회 공동대표인 이광형 교수와 임

춘택 교수, 박성필 교수, 김광준 교수와 함께 민간 전문가로

서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2010 - 2019

 KAIST  MIP 주요 연혁

2011년 10월 13일 국제지식재산연수_중국 상해

2011년 10월 13일 국회지식재산토론회

2018년 2월 WIPO-KAIST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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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학부서 문술미래전략대학원 (2014~)

설립 당시 MIP는 학사조직상 이노베이션학부(학부장 

이광형)에 소속되었으며, 2014년 이후부터는 정문술 회장

의 기부를 통해 설립된 문술미래전략대학원(초대 원장 이

광형, 현 원장 정재승)으로 옮겼다. 설립 이후 김철호 교수

가 초대 책임교수로서 기초를 닦았고, 김철호 교수의 은퇴 

후 현재까지 박성필 교수가 MIP 책임교수를 맡고 있다.

지식재산의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다 (2020 ~ )

KAIST MIP의 설립과 성장에는 지식재산 전문교육의 필

요성에 대해 장기간 고민하고 정부, 민간의 전문가들과 여

러 방법론을 모색했던 이광형 교수와 지식재산전문학위 

과정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당시 고정

식 특허청장의 협력, 서남표 총장의 적극적인 후원 등 보

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성 강한 학생이 구축한 협

력 커뮤니티도 KAIST MIP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

는 원동력이 됐다. 그리고 KAIST MIP는 모든 구성원들과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처럼 더 나은 지식재산의 미래를 만

들기 위해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다.

MIP’s story, IP’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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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식재산대상 제1회

2012년 지식재산대상 제2회

2013년 지식재산대상 제3회

2010 - 2019

지식재산대상시상식 - KIPO WIPO 국제컨퍼런스   

2014년 지식재산대상 제4회

2017년 지식재산대상 제7회

 2012년 KAIST-WIPO 국제 컨퍼런스

2015년 지식재산대상 제5회 

2010년 KAIST-WIPO 국제 컨퍼런스

2013년 KAIST-WIPO 국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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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s story, IP’s history 

2010년 1기 입학식

4기 졸업식

2016년 7기 입학식

2011년 2기 입학식

2014년 5기 입학식

2017년 8기 입학식

2016년지식재산대상 제6회 

2011년 KAIST-WIPO 국제 컨퍼런스

2018년 KAIST-WIPO 국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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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기 입학식

2015년 6기 입학식

2018년 9기 입학식

2010 - 2019

 KAIST MIP 주요 행사

2014년 10기 입학식 

2013년 국제지식재산연수(워싱턴 DC)

2016년 GPP 현지 실습 과정(워싱턴 DC)

2011년 국제지식재산연수_상해

2014년 GPP 현지 실습 과정(워싱턴 DC)

2017년 GPP 모의재판 현지 연수(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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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s story, IP’s history 

2013년 제2회 KAIST MIP 하계친선체육대회 2014년 4기 워크숍

2015년 송년학술제(교수님과 인사시간)

2011년 춘계체육대회

2015년 KAIST MIP Homecoming Day

2011년 KAIST MIP 축구경기2012년 국제지식재산연수(중국북경)

2015년 국제지식재산연수(워싱턴 DC)

2018년 GPP 모의재판 현지 연수(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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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학생위원회 활동 보고

2012년 제1회 KAIST MIP 하계친선체육대회

2015년 송년학술제

2010 - 2019

 KAIST MIP 주요 행사

2018년 GPP 국제지식재산연수(미국 워싱턴 DC)2014년 12기 Prof. James Lupo Ethics 수업 

2011년 LLM 8기 Graduation Ceremony

2018년 Alumni night

2014년 11기 Northwestern 시카고 본교 방문

2019년 Introduction to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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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MIP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35

박성필 교수

시작을 여는 글

KAIST MIP 책임교수 

2009년 9월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길

고 긴 항해를 시작한 KAIST MIP가 열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숱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하여, 어느새 우리나라 지식재산 전문교육의 산실로 자리잡

은 KAIST MIP가 10주년을 맞은 영광을 그 주인공인 졸업생, 재학생, 그리고 

이 멋진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키워 오신 모든 교수님들에게 바칩니다. 특허

청 등 외부에서 KAIST MIP의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게 공헌해오신 모든 분

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허괴물과  NPE의 등장

10년 전 KAIST MIP가 문을 열던 시기에 지식재산의 주요 이슈는 특허괴

물(Patent Troll) 또는 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이었습니

다. MIP 수업에서도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인텔렉츄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인터디지털(InterDigital) 등 대표적인 비실시기업들을 소개하고, 이

들을 바라보는 긍·부정적 시각들과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NPE의 공격을 어

떻게 방어해야 할지 논의하곤 하였습니다. NPE는 지식재산 정책이 가장 고도

화 된 미국이 과도한 친특허(Pro-patent) 정책을 펼친 결과로 이해 되었습니

다. 특허덤불(Patent Thicket), 반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Anti-commons), 

그리드락 경제(Gridlock Economy) 등의 유행어와 이론들이 등장, 과도한 친특

허정책에 따른 혁신의 저해 현상을 설명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KAIST MIP

새로운 10년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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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Speech 

급변하는 세계 지식재산의 흐름

이후 2013년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특허괴물과의 전쟁(War on 

Patent Assertion Entities)을 선포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결과적으로 지식

재산 권리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세기의 판결들을 연속적으로 내놓아 세상

을 놀라게 했습니다. ‘Bilski v. Kappos(2010)’, ‘Mayo v. Prometheus(2012)’, 

‘Alice v. CLS Bank(2014)’ 등 MIP 수업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연방대법

원의 특허 판례들은 특허법을 되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NPE의 특허권 주

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실무가나 학자들 사이에서 특허제도가 얼마나 친특

허적인지를 흔히 ‘특허정책의 진자(Pendulum of Patent Policy)’로 설명합니

다. MIP가 설립되던 시기를 전후하여 미국 특허정책의 진자는 친특허 진영에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법원은 NPE의 활동이 기업의 혁

신 활동을 억제한다는 판단 하에 특허정책의 진자를 반특허 방향으로 얼마간 

움직이려 노력했습니다. 미국의 2011년 개정 특허법(America Invents Act)

이 도입한 특허심판원(PTAB)의 당사자계 무효심판(IPR)에서 무효율은 분석 

기준에 따라 60%대에서 80%대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의 특허 정책을 바라보는 엇길리는 전망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 노선이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식재산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2018년 특강을 하기도 했던 한 미국 유명 로펌의 대표 변호사들

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희망 섞인 분석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19년판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특허청에서의 특허

출원 숫자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며, 미국 국적 출원인들의 

해외 특허출원이 세계 최대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도 특이한 현상입니다. 일

부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의 지속적 반특허정책이 가져온 결과로 해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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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을 감안할 때 미국의 이러한 흐름은 

매우 낯설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재산을 둘러싼 긍정적인 변화

급격한 경제성장기 우리나라 특허정책의 진자는 미국의 반대편에 있었습

니다. 우리 기업들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지원하려면 특허권 

행사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모방이 혁신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커가면서 오히려 스타

트업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보다 강한 지식재산 정책이 요구되기 시작하였습

니다. 이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 특허정책의 진자는 미국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특허소송의 관할집중, 특허침해 시 3배 배상제도의 도입 등 

대표적인 입법정책의 변화는 이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러한 변화가 KAIST MIP의 지난 10년과 시간적으로 우연히 

겹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이광형 교수님과 원혜영 국회의원, 정갑

윤 국회의원께서 공동대표로 설립한 국회의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위와 같은 입법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MIP의 여러 내·외부 교수님들과 MIP 졸업생, 재학생들이 세계특허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특허정책의 진자가 친특허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일단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적인 기업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풀어가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회와 정부, 법원에서 실무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만, MIP 구성원들은 이 거대한 변화에 지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그 변화

의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KAIST MIP

최근에는 MIP 설립 초기에 없었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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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4차 산업혁명 개념이 지식재산 영역에서도 새로운 논의의 흐름을 만들

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창출된 저작물과 발명에 대한 새로운 소유권 

개념이 필요하다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감안하여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

(PHOSITA)’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는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주제들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젊은 지

성의 플랫폼이 바로 ‘KAIST MIP’입니다.

그러고 보면 설립 이후 지난 10년간 KAIST MIP의 구성원들이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강의하고, 토론했던 주제들이 곧 세계적인 지식재산의 흐름을 반

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

해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국제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워온 학생들과 수십 년

간 축적해온 지식을 아낌없이 내놓은 교수님들의 노고 덕분에 KAIST MIP는 

급변하는 세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KAIST MIP는 앞으로의 새로

운 10년과 그 이후에도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KAIST MIP의 ‘진자’가 

지난 과거를 경험 삼아서 지식재산이 지향해야 할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

니다. ‘정의로운 기업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한 정문술 회장님의 말처럼 지

식재산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10년을 달려온 우리의 노력 역시 지지 않

을 것입니다. 

1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졸업생, 재학생들의 소중한 글들을 모아 책으로 

펴내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편집위원회와 (주)OCTO의 오랜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10주년을 자축하면서 MIP 구성원들의 귀한 생각과 

경험을 담은 주옥 같은 글들이 실린 책의 문을 열겠습니다.

Opening Speech 



What is KAIST M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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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인 시대

2019년 11월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는 지

식재산 소송을 무기로 한 ‘21세기 영토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

명의 거대한 물결이 들이닥치고 IT 기술이 여러 산업에 접목되면서, 제품에 

체화된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근거로 

천문학적 규모의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대로 된 무기와 병력 없이 지식재산 전쟁에 임하고 있

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교육도 마찬가지였다. 대학의 법과대학이나 법학과

에서 ‘지적재산권’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나마 지식재

산권은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형사소송법 등 기초법 과목에 

비해 인기가 없었고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

지지 않았다. 대부분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위주로 수강신청을 하고 학습시

간을 기초과목들에 배분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다만 과거에도 일부 대학

의 ‘법무대학원’에서 법학 교과목 중심의 지식재산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사

례들이 있었다.

지식 재산교육의 이정표를 세우다

KAIST MIP는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KAIST가 개설한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인 점에서 시작부터 달랐다. 해외

의 지식재산 전문교육도 대부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 이공계 기반의 융합 교육과정이 발견될 뿐

이다. 지식재산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에 법과 경영의 전문성이 더해져야 

하는, 본질적으로 융합을 요구하는 특수 전문분야이다. KAIST는 MIP 설립

을 통해 KAIST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KAIST만이 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

교육을 펼치겠다는 각오로 과정을 설계하였다. 그 결과 특허청, 기업, 법조

What is KAIST M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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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MIP 학과소개

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과정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지식재산 교육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2010년 개원 이래 기업, 연구소, 법원, 검찰, 로펌, 특허사

무소, 대학 소속의 약 500명의 실무인력을 유치하여 전문역량을 키울 수 있

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IT.BT.NT.ET.융합기술 영역의 세계적 교육연

구 인프라와 권위 있는 교수진을 중심으로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영업비

밀 등 지식재산의 각 영역별 교육과 지식재산의 수명주기(life cycle) 관점

에서 창출.보호.활용의 전 단계를 고려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 전문가 배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의 지식재산 법과 제도에 대

한 교육, 그리고 법, 기술, 경영 교육의 융합을 지향하여 성장해 왔으며, 뛰

어난 학생들과 교수진이 협력하여 전문교육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전략적 지식재산 개발로 고도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전문가’, 글로

벌 지식재산 분쟁에서 기업과 국가의 부를 보호하는 ‘분쟁전문가’, 지식재

산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운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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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KAIST MIP

KAIST MIP의 비전

KAIST MIP는 창의적이고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 학생들에게 연구와 학습의 장을 제공함

으로써 지식재산 이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증진시켜 글로벌 지식재산 전문가로 성장하

게 하는데 비전을 둔다. 연구와 교육의 질을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학생·저명학자·실무

전문가·전문경영인 사이의 활발한 지적 교류를 적극 장려하여 창의적이고 공정한 사회건설

의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

IT.BT.NT.ET.융합 영역의 과학기술, 법, 경영 분야의 융합 학문을 개척하고, 정부·기업·법

률사무소와 함께 교육협력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을 구축해 공학과 

법률, 경영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의 각 영역별 교육, 지식재산의 수명주기 관점에서 창출.보호.활용의 전 단계를 고

려한 교육을 진행하여 반도체, 휴대폰 등에 국한된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전략산업 분야에까지 

확장되는 현장 중심의 실무형 지식재산 전문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 공략을 효율적으

로 방어하는 국제업무 능력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가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고수준 

연구와 교육의 질

기술, 법, 경영

융합분야의 연구와

학습의 장 제공

학생, 저명학자

실무전문가,

전문경영인의 

활발한 지적교류

난해한 지식재산

이슈들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증진

국제적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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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MIP 교육과정 목표

지식재산 기술전문가

IP Prosecution Expert

전략적 지식재산 개발로

고도의 가치를 창출

지식재산 분쟁전문가

IP Litigation Expert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에서

기업과 국가의 부를 보호

지식재산 경영전문가

IP Management Expert

지식재산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운용으로 부가가치 창출

국제적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기업과 로펌, 특허사무소의 지식재산 실무는 지식재산의 수명주기(life cycle)에 따라 체

계화, 분업화 되어 있다.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출원 업무를 담당하

는 전문가,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소송과 ADR을 통해 해결하는 전문가, 기업 현장

에서 지식재산권 출원·분쟁해결·포트폴리오 관리 및 라이센싱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

는 전문가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상황,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성격

에 따라 더욱 세분화될 수 있다. 

비전 및 목표

KAIST MIP는 이러한 지식재산 전문분야별 차이를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설계하였다. 장

기적으로 ‘지식재산 기술전문가’(IP Prosecution Expert), ‘지식재산 분쟁전문가’(IP Litigation 

Expert), ‘지식재산 경영전문가’(IP Management Expert) 등 최소한 3개의 세분화된 트랙을 

가진 학위과정으로 발전하려는 비전을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출원 업무에 종사하는 학생이 

소송 업무를 배우고자 하거나, 경영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학생이 출원 업무를 특화 하고

자 하는 등 진학 동기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필요한 분야의 수업을 선택하는 방식

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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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교육과정의 특징 

융합 커리큘럼 설계

지식재산 분야는 과학기술·문화예술·법학·경영학·경제학·정책

학 등 여러 학문의 전문성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융합영역이다. 학생들이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융합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

서 MIP 교과과정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이러한 지식재산 분야의 성격을 반

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기본적으로 KAIST의 과학기술 역량을 IT.BT.

NT.ET.융합기술 등 공학필수 교과목에 담았다. 글로벌 지식재산 전문가에

게 기초지식이 되는 법과목들을 전공필수로 제공하며, 지식재산의 출원·

분쟁해결·경영 등 실무 영역별로 필요한 전공선택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유연한 학기 운영

전문 역량 습득을 위한 학습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전문학위 과정으로

서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유연하게 학기를 운영한다. 직장과 학위과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수업을 주말에 개설하고 연 3학기제로 운영하고 

지식재산 실무 영역별로 다양한 선택과목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2년 석사

과정을 통해 40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학생이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한 학사관리

모든 수업에서 엄격하게 출결을 관리하고 퀴즈 제도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다음 수업에서 평가하여 학습 효과를 높였다. 매주 학생들이 미국·중국·일본 

등의 지식재산 관련 법령, 출원 및 소송 실무에 대한 전공과목을 수강한 후 핵심 

내용을 출제한 퀴즈시험을 치르게 해 지식재산제도의 특수성 파악 및 출원, 분

쟁전략 수립 등 국제적인 법의식을 갖추게 하고 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대

부분의 학생들이 2년간 결석 없이 수업에 참석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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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LLM 복수학위 과정 개설 

KAIST MIP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현업에서 지식재산 관련 분야

의 전문가로서 다년 간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반영하여 설립 

초기부터 국내 실무 전문가의 단순 재교육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보호하고 활용할 역량이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후 글로벌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스웨스턴 대학교와 MOU를 맺고 미국 

중부의 명문 법과대학 노스웨스턴 로스쿨과의 복수학위 과정을 도입하였

다. 기업의 법무·특허팀, 법조인, 변리사, 연구원, 금융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이 MIP-LLM 복수학위 과정에 입학했고 이들은 국내 과정과 시카고 현지 

과정을 수강하며 국내외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졸업 후에는 미국 캘리포

니아, 워싱턴 DC 등에서 변호사 시험에 도전하고 있으며, 매년 변호사 시험 

합격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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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교육과정의 특징 

연방법원 참관 등 국제 경험 제공

MIP-LLM 복수학위 과정은 2년에 걸쳐 최소 26학점에서 30학점 이상의 

교과목이 개설되는데 졸업을 위해서는 최소 2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학생들은 시카고 프로그램(매년 여름학기)을 통해 4~5과목을 이수하며, 

이 기간에 연방법원 참관 수업, 현지 로펌 세미나 및 네트워킹, 미국변호사

협회 방문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노스웨스턴 로스쿨 전임교수진 중 강의평

가가 가장 우수한 교수를 선발하여 강의를 맡기는 것도 강점이다. 각 과목

을 담당한 교수는 2주간 방한해 담당과목을 집중 강의한 후 기말시험을 치

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때 학생들은 주말 강의 외에 주중 저녁 

강의를 통해 방한하는 미국 교수진의 LLM 교과목을 수강한다. 

LLM 교과과정을 미국 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을 중심으로 설계한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헌법(Constitutional Law), 계약법(Contracts), 불

법행위법(Torts), 재산법(Property Law), 회사법(Corporations), 증거법

(Evidence), 법조윤리(Legal Ethics),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등이 

한국과 미국 과정을 통해 개설된다.

융합 교육을 위한 최고의 교수진

신형 스마트폰 기기가 콘셉트 디자인 단계부터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까

지의 가치사슬에는 과학기술·법·경영 등 각 영역의 다수 전문가들의 지

식과 경험, 노하우가 필요하다. MIP의 교수진은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사슬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초빙되고, 학생들의 피드

백과 평가를 통해 재조정된다. 

과학기술 분야의 필수과목은 IT·BT·ET·NT·융합 영역에서 연구와 

교육 능력이 검증된 KAIST 내부 교수진이 맡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술

과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외부 강사진을 초빙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지식재

산 분야의 교육은 내부 교수진 외에도 법원·특허청 등 기관, 김앤장·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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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충정 등 특허·법률사무소, 삼성·LG 등 대기업 등에 소속된, 국내외 

가장 뛰어난 실무역량을 가진 법조인·변리사·임원진을 초빙하여 현장 경

험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의 협력교육 프로그램 

KAIST MIP는 WIPO,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와 협력을 통해 WIPO

의 온라인 지식재산교육 플랫폼인 ‘IP Panorama’ 수강생들을 위한 

‘AICC’(Advanced International Certificate Course)를 운영하고 있다. 

AICC는 글로벌 수강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국제 지식재산 실무 전반을 체계

적인 애니메이션으로 자료화 한 IP Panorama 콘텐츠를 학습하는 과정부터 

시작된다. 수강생들은 학습결과를 온라인에서 1차적으로 평가 받는다. 이

후 주제별 에세이 테스트와 인터뷰를 거쳐 40명 내외의 학생만 AICC 오프

라인 과정 참가자격을 얻는다. 오프라인 교육은 매년 11월경 서울에서 진

행되고 KAIST MIP 교수진, WIPO 담당 디렉터, 해외 대학교수 및 로펌 변

호사 등이 참여한다.

지식재산 부전공(IP-Minor) 프로그램

지식재산 부전공은 KAIST 학부생들이 지식재산 관련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여 지식재산을 부전공으로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공계 대

학생들이 졸업 후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전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설계하였다. 

지식재산 부전공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거

나 변리사 시험을 통해 지식재산 전문직으로 진출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

다. 초창기 부전공 이수자들 중 일부는 로스쿨에 진학·졸업하거나 변리사 

시험 합격 후 국내 유명 로펌과 특허사무소에서 지식재산 전문가로 성장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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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교육과정의 특징 

세계의 지식재산 허브(Hub) 국가를 꿈꾸며

KAIST MIP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이광형 교수

와 임춘택 교수, 박성필 교수, 김광준 교수와 함께 

민간 전문가로서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국회와 민간의 

협력으로 구성된 자발적 지식재산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의원입법으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등

을 개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허 ‘침해소송의 관

할집중’, ‘특허 침해소송에서 법원의 증거제출 명

령대상 범위 확대(서류에서 자료로)’, ‘침해 및 손

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의 제출 강제(열람

자 제한 조건)’, ‘고의 특허 침해 시 3배까지 손해배

상액 인정’ 등 최근 우리나라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선진화 과정에는 위원회의 숨은 노력이 있다. 

위원회 참여를 통해 KAIST MIP의 사명이 상아

탑에 머무르지 않고 지식재산 기반 입법 활동을 지

원하고,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

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식재산대상 통한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 

지식재산대상은 정책 및 입법 활동으로 국가적 

기반을 조성하거나 사업화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분쟁을 해결하여 혁신의 가치를 보호하는 등 지식재

산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운 이들을 포상하는 

제도이다. 

KAIST는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

회 등과 손잡고 미래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지식재산의 창출·관리·보호에 대한 중요

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식재산대상을 만들었고, 

MIP가 시상을 주관하고 있다. 

제1회 시상식에서 김정중 케이투지 파트너스 대

표(전 LG전자 특허센터 상무), 김광준 삼성디스플

레이 전무, 이형칠 윕스 대표 등이 수상한 것을 시

작으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 이종혁 전 국회의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부경 부즈 대표, 이

상희 전 과학기술처 장관, SK하이닉스 특허그룹,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LG 디스플레이 IP담당, 보

령제약 특허팀, 정갑윤 국회의원, 원혜영 국회의원, 

KDB산업은행 기술금융실, 아모레퍼시픽 지식재산 

Division, 이상민 국회의원,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 

IP노믹스, 한미약품 특허팀, 두산중공업 IP팀, 서민 

전 충남대 법대 학장, 양형욱 파이낸셜뉴스 산업부

장 등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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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패스트 팔로워와 퍼스트   
무버, 기로에 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선택

061 저작권보다 앞선 
예술의 자유

063 21세기 한국 의료의 
변화를 바라며

065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

069 인테리어 디자인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071 특허공학: 고품질 특허 창출 
및 사업화를 위한 특허의 공
학적 재해석

074 김미경 디자이너의 
보상금 이야기

076 TmaxOS를 바라보며

079 융합의 시대

083 3D프린팅·디지털시스템·
산업플랫폼…‘제조업 르네상
스’ 온다

086 중국 의료미용 서비스시장
의 변화, 그리고 한국 

088 수퍼파워 미국의 힘은 어디
서 나오는가?

091 데이터 알고리즘 시대의 일
자리

093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규제 프레임

095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특허 분쟁 대비와 파라미터
발명

100 에너지 전환시대의 논리

103 5G 시대의 의미와 미래

111 중국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부분판결 제도의 시사점

113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 개량신약의 미래는?

116 ‘anybody INNERWEAR’의 
의미

119 안마의자와 특허분쟁

122 논문 허위 저자 기재와 관련
저작권법 위반 문제

124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
정요건으로서 ‘합리적 노력’ 
조건의 필요성

127 공익적 관점이 영업비밀 
보호에 미치는 영향

130 “나도 뉴스다”.. ’가짜 뉴스’ 
전성시대

134 게임중독을 피하고 싶어서: 
게임중독 방지 특허

137 민간사업 해지에 따른 해지
시지급금

141 특허 보호범위 해석에 있어 
균등론과 특허요건을 만족
시키기 위한 주장에서의 
포대금반언

145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MAC Adress’에 
대한 단상

융합    Convergence 기회와 가능성    Opportunity.Possibility 판례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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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IP 엑셀러레이터와 EXIT

154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좋은 특허’ 창출 

157 지식재산은 진정, 
사업 성공의 키(Key)일까?

161 IP 수익화에 대하여

164 실제 거래에서의 특허 가치
를 판단하는 요소

167 BTS, 주류에서 벗어난 
성공 방식에 주목하자.

171 KAIST 특허활동의 
발자취와 현황

175 프랜차이즈 ‘상표권’의 
주인은 누구?

177 기로에 놓인 한국 건설산업

179 주요 국가별 특허 조기권리
화 방안에 대한 고찰

189 전자증권법 시행과 정부가 
STO 시각을 바꿔야 하는 
이유

193 성범죄 진술과 특허권 모방,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단상

196 특허수지 개선을 위한 한국형 
NPE 발명활동 활성화 필요

198 지식재산의 가치, 지식재산
금융으로 승화시킬 때.

201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경계에서

203 빅데이터로 열어가는 지식
재산 코리아

205 공공기관, 당신의 지식은 
충분히 공유되고 있습니까?

207 화성에서 온 지식재산권과 
금성에서 온 국제개발협력,
공존할 수 있을까?

212 발명 레시피 
(Recipe for Invention)

215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법무
팀이 갖추어야 할 밸런스

217 4차산업 생존 전략; 협상의 
기술

220 UCLA LLM 생활기

222 어느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찾는 방법

225 검사의 길(경청과 정의)

227 직장인으로서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하기

229 린 스타트업의 시각에서 
본 특허

232 베트남 투자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234 Step by step goes a long 
way: 글로벌 무대로 한 걸
음 나아갈 수 있게 한 GPP 
과정

235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236 새 시대에 어울리는 뇌를 
먼저 준비하자

238 식별력 있는 삶

분석    Marketplace 소견    Opinion 경험이야기    Story





미래를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만이 확신이라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혁신은 확신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먼저 나아간 사람들이 곳곳에 숨겨둔 문제를 풀며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세계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얻었다



우리의 확신, 

    미래의 혁신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 정치인

우리의 확신, 미래의 혁신



우리의 확신, 

    미래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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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국은 2015년 기준 수출은 5267억 달러로 세

계 6위, 수입은 4365억 달러로 세계 10위, 총무역액은 

9632억 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한 무역 강국이다. 제

품군별로 분석해보면 자동차 수출액은 458억 달러로 

반도체(629억 달러)에 이어 2위, 자동차부품은 256억 

달러로 7위를 각각 기록하였다. 자동차 수출액과 자동

차부품 수출액을 합하면 총 714억 달러로 1위 수출품

목인 반도체를 뛰어 넘어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중

요한 축이다. 한국 제조업에서도 자동차 및 부품 산업

은 제조업 생산액의 12.7%, 부가가치의 12.0%를 창출

하는 기간산업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초창기부터 매우 작은 국내시

장으로 인해 수출 의존적 산업 발전 정책 및 전략을 추

진할 수밖에 없었다. 규모의 경제로 움직이는 자동차 

산업에서 내수 시장이 160만 대 수준인 한국 자동차 

산업은 생산의 68%를 수출해야 하는 환경을 극복하고 

2000년 312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며 세계 5위 생산

국으로 떠올랐다. 중국의 성장으로 2002년부터 6위로 

순위가 떨어졌지만, 2005년 프랑스를 제치고 다시 5위

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2016~2017년 2년 연속으로 자

동차 10대 생산국들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보다 생산

량이 감소하며 인도에 자동차 5대 생산국의 자리를 내

주고 재차 6위로 밀려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독

일의 인더스트리 4.0으로 널리 알려진 4차 산업혁명 

전략이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여 생산 단

가를 획기적으로 줄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

로 시작된 이 전략은 최근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의

구심이 확대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전략의 모호함이다.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 중 CPS(사

이버 물리 시스템, Cyber Physical System), AI, IoT,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한 사례가 아직 없다. 또한 해당 기술을 구

현하기 위한 투자비가 높아 자동차 회사가 얻을 수 있

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많은 관계

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4차 산업혁명 전략은 대중에

게 알려지기 전부터 모든 자동차 산업의 종사자들이 

검토했고 가능한 기술들은 적용이 완료된 상태라는 평

을 듣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 산업이 현재 유독 전기 자동

차, 자율주행 자동차, 카 셰어링, 카 헤일링, 커넥티드

카, 스마트 모빌리티, 맞춤형 차량 등 다양한 용어를 

쏟아내며 새로운 기술 및 산업과의 접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환경도 걱정이다. 2018년 5월에 서울

에서 개최된 ‘2018 친환경 전기자동차 핵심기술 이슈 

및 미래전략 세미나’에서는 향후 자동차 업계를 주도

할 키워드로 연결(Connectivity), 자율주행(Autonomous 

Driving), 차량공유(Shared Mobility), 전기(Electricity)

자동차를 꼽으며 ‘CASE’라 칭하였다. 특히 카 쉐어링, 

카 헤일링 등의 공유경제가 자동차 시장 자체를 축소 

패스트 팔로워와 퍼스트 무버, 기로에 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선택

김동은 (MIP 4기)

우리의 확신, 미래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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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택한 것은 현재까지 이룬 성공에 안주하지 않겠

다는 의지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나아가

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삼성이 퍼스트 무버인지에 대

한 논란이 있는 점과 향후 자동차 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고려하면 현대자동차는 한국 산

업 역사상 처음으로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도전하는 

기업이다. 향후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더욱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자동차는 주차돼 있는 시간이 

더 길고 이동성도 강해 공유경제에 매우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은 한국의 전략을 바꾸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과거 한국 자동차 산업은 패스트 팔로워 전

략을 택해 성장하였고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은 규모와 기술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커

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과감한 퍼스트 무버 전략

으로 위기에 선제 대응하자는 것이다. 

퍼스트 무버 전략은 기술과 시장 선점이라는 매력

적인 열매도 있지만 그 못지 않게 리스크도 크다. 자동

차 산업 일각에서도 퍼스트 무버 전략보다 패스트 팔

로워 전략이 더 낫고 한국에 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많

이 나온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의 장점과 퍼스트 무버 

전략의 단점을 보여주는 케이스도 셀 수 없이 많다. 이

근 서울대 교수는 “한국 같은 규제 환경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고 나서면 퍼스트 루저(loser, 패배자)가 

되기 십상”이라고 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한국 자동차 산업은 부분적으로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국면을 바꾼 듯하다. 그간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던 수소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앱티브사와의 합작법인 설립, 카 쉐어링

의 미래를 인정하고 해외 카 쉐어링 업체에 대한 과감

한 투자 등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심지어 한국수

력원자력과 ESS(Energy Source System) 보급 사업에도 

나섰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요 몇 년 새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인사정책과 인재 영입, 타 산업군에 대한 투

자를 과감하게 실행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퍼스트 무버는 남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야하고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다. 퍼스트 무버로 성공한 기업

은 이 실패들을 딛고 일어났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변

김동은

(현)현대자동차 책임매니저

공장자동화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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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낳은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의 음악을 들어

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필자 역

시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고 있으나 윤이상의 음악을 

접하기 쉽지 않다. 윤이상은 유럽의 평론가들에 의해 

‘20세기 100년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작곡가 30인’, 

‘유럽에 현존하는 5대 작곡가’로 선정된 바 있을 정도

로 작곡가로서의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윤이상은 동

양철학과 한국음악의 연주기법 등을 서양악기에 접목

시켜 세계음악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곡가로 평가받

고 있다. 그런데 왜 작곡가 윤이상의 음악을 우리나라

에서 접하기 어려운가?

이유는 간단하다. 그의 곡을 연주하는 한국인이 

거의 없고, 음반 역시 활발히 제작되지 않아서이다. 그

렇다면 왜 윤이상의 곡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없는 

것일까? 답은 그의 행적에서 찾을 수 있다. 윤이상은 

1963년 북한에 방문했고, 그 일로 인해 중앙정보부의 

수사를 받아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은 일이 있다. 그

래서 한국 연주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곡을 연주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당시 윤이상은 서독 

서베를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서재에 항상 걸어두고 

보던 그림이 하나 있었다. 그가 애착을 갖고 있던 그림

은 고구려 강서고분 사신도 벽화였다. 윤이상에게는 

사신도가 자신의 음악적 창작욕을 불태우는 매우 강렬

한 소재였던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 가게 되었고, 사신

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큰 감동을 받아 돌아왔다. 

그런데 이후 중앙정보부에서는 동백림(동베를린)

간첩단이라는 사건을 수사해 발표하고 그 수괴쯤으로 

윤이상을 지목하였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연주자들

에게는 스파이 혐의를 받은 사람이 작곡한 곡을 연주

하면 자신도 간첩 혹은 빨갱이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

움, 공포심이 은연 중에 생긴 것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중앙정보부의 후신)이 2007

년 발표한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에 따르면 동백림간

첩단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해외 거주 혐의자들을 

국내로 납치한 후 고문 · 협박 등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

아낸 것이었다. 이와 별도로 사건 발생 당시 서독 정부

는 윤이상 납치가 서독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매

우 강력한 항의를 했고, 카랴얀, 스트라빈스키 등 동료 

음악가들은 그의 석방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요청하였

다. 이러한 전후 맥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과 해외 유학 중인 연주자들 대부분

은 윤이상의 곡을 연주하기 꺼려한다.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2019년 서양의 한 현대 음

악가가 3·1운동 희생자를 기리는 헌정곡을 독일에서 

발표하였다. 기미독립선언서를 타악기 독주곡으로 표

현하였는데, 이를 초연한 사람은 독일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타악 연주자 정은비였다. 이 연주자는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학창시절 연주자의 꿈을 꾸면서 북한음

악에 관심을 가졌고, 기회가 되면 북에서 공연도 하고 

싶었다. 당연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 연주자의 

저작권보다 앞선 예술의 자유

김용민 (MIP 4기)

우리의 확신, 미래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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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감옥에서 작곡했다. 

사람마다 비슷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다. 혹자는 창작욕을 잠재우고 현실에 순응해 살고, 누

군자는 윤이상과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어느 누구

도 예술가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

으나 적어도 예술을 즐기고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마주’라는 곡이 탄생한 것을 반기지 않을 수 없다. 

지식재산을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나 지식재산을 

정당하게 보호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예술인들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기준과 방법

을 생각한다.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창작성, 예술성이 바탕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

기 위해서는 예술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매우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라는 

것도 결국 예술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

한 수단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

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은 결국 창작자의 권리를 보

호하여 창작동기를 높여주고 예술의 자유, 학문의 자

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이다. 필자 역시 지식재산을 

공부하고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근본적인 예

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예술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가

로막고 있는 잘못된 제도와 법을 고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통해 윤이상이 작곡한 곡이 우리나라

에서 널리, 흔하게 연주되기를 고대하고, 한편으로는 

소녀의 꿈이 끝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소녀시절 꿈을 모두 말렸다.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는 

말과 함께. 두 가지 사례를 언급했는데, 하나의 공통점

이 있다. 바로 예술가들의 창작욕을 가로막는 벽이 존

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분단국가의 현실과 분

단국가에서 가져서는 안 되는 한 방향에 대한 생각 자

체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방향으로의 생각을 

갖거나 표현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바

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

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인데, 

정작 국민들의 사고를 마비시키는 법으로 작용하고 있

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의 고무찬양죄는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북한이나 공산국가의 구성원이나 지령

을 받은 사람을 찬양하거나 활동을 고무 · 선전하거나 

또는 이에 동조하는 사람은 모두 처벌하고 있다. 세계

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곡이 한국에서 듣기 어려운 이

유이자 한 연주자의 꿈을 막는 위험한 생각으로 평가

되는 이유이다.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

회의원 시절 북한에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환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 국민들은 잘했다고 평가했

다. 2018년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국내

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합리적

인 사람, 예의바른 사람 등)가 큰 공감을 얻었다. 당시 

김정은 굿즈가 등장할 정도였다. 이는 모두 국가보안

법상 고무찬양죄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

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고 

긍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

다 보니 유엔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다시 윤이상으로 돌아가 보자. 그가 북한에 다녀 

온 것은 예술혼에 불타 사신도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

다. 윤이상이 사신도를 직접 보고 와서 작곡한 곡이 

‘이마주(Images, 영상)’라는 곡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윤이상은 이 곡을 동백림간첩단 사건으로 재판받는 동

김용민

(현)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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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단일 보험인 건강보험 제도하에 모든 의

료 기관이 당연지정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당연지

정제는 모든 의료 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

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의료 기관은 반드시 건

강보험의 지급 기준에 입각하여 급여 진료를 행하여야 

한다.

과거 의료 이용이 매우 어렵고 보건 상황이 열악

한 시대에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 국민들이 어

느 의료기관에서나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한국은 단일 보험 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당연지

정제 안에서 모든 의료 시스템이 구성된다. 환자는 어

느 의료 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 받을 수 있었고, 모든 의료 

기관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급을 

받으므로 낮은 소득 국가였음에도 의료기관 운영을 유

지할 수 있었다. 

과거 의료가 보건과 복지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때, 이 두 가지 제도는 효율적이었으며 국민 건강 증진

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가장 기본 토대가 되었다. 

21세기가 되며 세계적으로 의료는 보건과 복지의 

사회적 역할을 넘어서 산업의 측면까지 역할을 확장하

고 있다. 21세기 유망한 산업 분야로 연신 바이오 헬스 

산업이 꼽히는 것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미래의 

인적 구조 변화가 가장 큰 이유이다.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며 좀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바라는 인간

의 욕구도 의료의 산업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

국의 의료는 단지 환자를 돌보는 차원을 넘어 혁신을 

통해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In future of health, incumbents and industry disruptors 
will share a common purpose. While disease will never be 
completely eliminated, through science, data, and technology, 
we will be able to identify it earlier, intervene proactively, and 
understand its progression to help consumers effectively and 
actively sustain their well-being.’

- Deloitte 2019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의료는 수십 년 동안 보건

과 복지 증진의 사회적 역할로만 고착된 시스템 안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의 공공성만 강조된 사회

정치적 성향과 의료를 산업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변

화가 현재 충돌하고 있다. 관점의 차이는 서로에게 극

단적인 반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과거 살기 위해 치료 받던 의료에서 벗어나 환자

와 의료진이 이제는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쉽게, 덜 아

프게, 더 건강한 결과를 얻게 되는 치료와 진단을 원하

고 있음을 우리는 명백히 인지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더 나은 치료를 통해서 삶을 건강하

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

다. 기술을 통해 우리는 좀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적

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혁신이다. 

혁신을 위해선 연구와 개발이 필수 선결조건이다. 연

전진희 (MIP 4기)

우리의 확신, 미래의 혁신

21세기 한국 의료의 변화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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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개발은 인간의 좀더 나은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

자로써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연구의 결과

가 도출되어 새로운 치료 및 진단의 기술이 적용되려

면 그동안의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의 촉진

과 적용이 필요하다. 로봇을 이용한 근력보조로 우리

는 척추 마비를 극복하여 걸을 수 있으며, 표적항암제 

치료로 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다쳐서 보이지 않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아픈 아이가 건강한 어

른이 될 수 있다.

의료는 사람을 건강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궁극

전진희 

(현)연세 비앤에이 의원 대표 원장(2006~ ) 

(현)요즈마 그룹 코리아 VENTURE PARTNER (2015~)

미래창조과학부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기획위원 (2016~2017) 

서울바이오허브 지식공동체 전문위원 (2018~) 

서울대학교 의료경영고위자 과정 4기 

KAIST 경영 대학원 최고 컨설턴트 과정 16기 

대한의협 주최 의료 정책 고위자 과정 20기 수료

적인 목적이다. 이제는 한국의 의료가 복지와 보건에 

고착된 사회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기술의 혁신을 알맞

게 수용하고 혁신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사회

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사회적 역할과 산업의 발

전이라는 분열된 양상을 극복하여 더 건강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구글 , 애플 , 아마존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바이오 

헬스 테크 분야에 혁신을 이루어 산업화하고 있다. 한

국이 의료의 본질 안에서 변화를 조화롭게 수용하여 

앞서가는 글로벌 기업을 넘어서며 세계 의료 산업의 

큰 획을 긋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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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Apple)을 상징하는 한입 베어 먹은 사과 로

고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일까?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

브스(Forbes)가 선정한 ‘2019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

는 브랜드’에서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2055억 달러(약 

238조원)로 산정되었다.
2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531억 

달러(61조72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애플이 만들어

낸 최고의 작품은 ‘아이폰’이나 ‘맥북’이 아닌 ‘한입 베

어 먹은 사과 로고’로 정정해야 할 것 같다.

애플 로고에 관한 정보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

다 보면 ‘앨런 튜링’이라는 비운의 수학자가 함께 검색

된다. 앨런 튜링은 흔히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일컬어

지는 인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암호를 해

독해 연합군의 승리를 도운 것으로 유명하다. 2015년 

개봉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 바로 앨런 튜링의 이

야기이다. 이 천재 수학자는 1954년 42살의 젊은 나이

에 침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다. 그의 침대 옆에 ‘독

이 든 한입 베어 먹은 사과’가 발견되어 젊은 천재 수

학자의 죽음은 백설공주 이야기와 함께 연관되어 이슈

가 되었다. 영화 같은 삶과 죽음 때문에 혹자들은 앨런 

튜링을 기념하기 위해 애플 로고를 만들었다고 추측하

였다. 이런 이유로 애플 로고의 연관검색어로 등장한 

것이지만 이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앨런 튜링은 1950년 영국의 ‘마인드’(Mind)라는 

학술지에 ‘계산기계와 지능’(Computing machine and 

intelligence)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현재 인공지능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인공지능이 1950년도에 

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인공지능의 역사는 69년 정도

에 불과하다. 인간의 역사와 견주기도 버거운 아주 짧

은 역사를 가진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에 수많은 변화

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인

간의 전유물로만 여겨져 왔던 창작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면서 인간의 창작활동을 위협하고 있다. 인공

지능이 만들어낸 가치 있는 창작물을 어떻게 취급해

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런 논의와 함께 지식

재산권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현행 지

식재산권법상 어떻게 취급될 수 있는지, 인간의 창작

물과 대등하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

아야 한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의 보호는 창

작물의 완성에 인간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보

호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흔히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

지능(Weak AI)과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으로 구분

된다.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인지

하고 판단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SF 영화 속에서 

흔히 보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인간의 개입 없이 작업

윤영진 (MIP 6기)

1 본 컬럼은 필자의 논문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윤영진.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강한 인공지능 창작물의 특허법상 보호를 중심

으로. 대한변리사회 학술지 지식과권리 통권 제20호
2 포브스 기사(https://www.forbes.com/powerful-brands/list/)

우리의 확신, 미래의 혁신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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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자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표현’에 ‘사

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표현’을 보고 인간이 일관성 있는 ‘사상’을 

도출해 낼 수 있다면 그런 인공지능의 ‘표현(창작물)’

에 ‘사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명과정을 창작으로 정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유사한 인간의 창작물과 인공지

능의 창작물을 어떻게 ‘창작’이나 ‘사상’이라는 수단으

로 구분할지도 의문이다. 즉, 인공지능 창작물을 인간

의 창작물로 둔갑시키지 못하게 제제할 수 있는 근원

적인 수단이 없어 인간의 창작물과 인공지능 창작물이 

공존하는 혼란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혼란시대를 대비 해서 법과 기준을 미리 정

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이다. 일본과 유

럽은 이미 이런 법률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할 것인

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옛날 유럽의 주식

회사인 동인도회사가 결국 법인격을 부여 받아 자연

인과 같이 상행위를 할 수 있게 된 선례가 인공지능에

도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필자만의 기우는 아

닐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인공지능 시

대에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를 인간 창작물과 견주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미리 연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그렇다면 인간 창작물과 인공지능 창작물은 어떻

게 다르고 얼마나 유사할까? 이런 질문에 답을 구해야 

인간 창작물 보호에 견주어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 정

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혁명시기에 인간의 

지적창작물을 개인재산으로 보호하기로 결정하게 된 

철학적 배경에는 대표적인 3가지 이론이 있다. 

첫째는 로크의 노동이론으로 지적창작물은 인간 

노동(지적활동)의 사유재산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내

용이다. 둘째가 인센티브 이론인데, 미국 연방헌법상 

을 완료할 수 없는 약한 인공지능(예를 들어 Alphago, 

Watson 등)과 대비된다. 약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

작물은 인간의 작업지시와 학습명령 등을 통하여 이루

어진 결과물로 볼 수 있어 통상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

용하여 인간이 창작한 창작물과 견주어 검토할 수 있

다. 따라서 약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의 보호

는 종래의 기계장치의 도움을 받아 창작활동을 하는 

인간 창작물 보호에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약한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를 무분별하게 허

용할 경우 인간의 정신적 활동 비중이 줄어들고 기술 

의존도가 높아져 인간의 창작 능력이 낮아지는 현상 

및 기술 우위가 많은 저작권과 특허권 보유로 귀결되

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현상

은 창작성에 대한 기존의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함으로

써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반해 강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지금까지 없는 새로운 

대상으로, 현존하는 창작물(저작물)의 개념, 발명 및 

발명자의 개념에 반하여 현 지식재산권법 하에서는 포

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강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인간 창작물과 비교하여 어떻게 보

아야 하는지, 그 특성에서부터 강한 인공지능 창작물

의 보호 타당성 및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총체적인 검

토가 필요하다.

주제를 좁혀보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현행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할 수 없어 보호대상이 아

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사상’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에 의한 것이고, 인

공지능 창작물은 ‘사상’이 아니고 단순히 ‘표현’에 불과

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의한 것이다. 또한 특허법상 발명은 ‘기술적 사

상의 창작’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창작’은 인간 정신활

동의 전유물로서 인공지능이 발명을 하는 과정을 ‘창

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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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 보면, 강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사적 이익을 위해 보호

하기 보다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종래의 인간 창작물과 비교하여 사적 보

호의 측면은 비중을 낮추고 공익적 측면의 비중을 늘

리는 방향으로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 및 투자에 관련

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도 필요해 보

인다.

이런 특성을 가진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에 참고할 

만한 제도가 있다. 바로 표준특허제도이다. 표준특허

제도는 특허권자의 독점권을 인정하면서 ‘FRAND 선

언’(특허공개선언)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표준특허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즉 표준특허제도는 

특허권의 독점을 허용하면서 표준화를 통한 제품의 혁

신과 기술개발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 표준화기

구를 운영하고 FRAND 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도 표준특허와 유사하게 인공

지능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하되 창작물

의 이용과 활용을 자유롭고 간편하게 하여 인간의 후

생과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해 본다.

지식재산권 조항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문화와 산업발

전을 위해 만들어진 창작물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유도

하고, 공개의 대가(인센티브)로 지식재산권인 독점권

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론이다. 마지막은 경

제이론 또는 실용주의 이론으로, 산업상 유용한 발명

을 보호함으로써 투자와 개발을 유인하고, 그 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경제적 관점이 강조된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인공지능 창작물에 적용하면 어

떤 해석이 가능할까? 노동이론의 배경에는 인간이 육

체를 소유하고 있기에 육체노동의 산물은 인간의 소유

라는 해석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공지능은 사람에 의

해 만들어진 제조물이므로 인공지능 창작물은 인공지

능을 제조한 사람이나 소유한 사람의 지식재산권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강한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

은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강한 인공지능을 

제조한 사람이나 소유한 사람에게 창작물에 권리를 인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인공지능 

자체를 소유권 주체로 볼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하다.

인센티브 이론에 의하더라도 인공지능은 인센티

브와 같은 대가가 필요없다. 인공지능에게 경제적, 사

회적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센티브

를 통해 인공지능이 더 많은 창작물을 만들어 내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용주의 이론은 앞서 살핀 두 이론과 달리 지식

재산권의 사적 보호보다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인

간사회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

과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사회의 후생을 극대

화하기 위해 유용한 아이디어인 인공지능 창작물의 창

출과 보호에 법적 동기를 부여하기에 더 합리적인 이

론으로 보인다. 

윤영진

(현)특허청 심사품질담당관실 사무관

제40회(2003) 변리사 

서울대 법과대학 박사과정(지식재산권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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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과거 상품

의 기능이나 품질이 상품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중요

한 요소였다면 기술이 향상된 현재는 디자인이 상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카페, 레스토랑과 같이 소비자에게 서

비스와 경험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의 디자인(이하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들의 경험과 인식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여

도 과언이 아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을까? 미국

에서는 오래 전부터 트레이드 드레스(상품 전체의 시

각적인 이미지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인상)

라는 개념을 통해 인테리어 디자인을 상표로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념이 법률적으로 정립되

지 않아 이를 통한 보호는 어렵다. 인테리어 디자인이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

니하므로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불

가능하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 법

원은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부정한 사례가 많

아 이 또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어

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법원은 일

반규정으로 볼 수 있는 위 규정에 따라 인테리어 디자

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단팥빵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 회사에

서 자신들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모방하였음을 주장하

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가 원고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모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금지하는 부정

경쟁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첫째 원고가 외국 방문, 설문조사 및 디자인 의뢰 

등 상당한 연구개발을 통해 외부간판, 내부 인테리어, 

매장배치 등을 고안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원

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

한다.

이신광 (MIP 7기)

1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777, 대법원 2016다229058

우리의 확신, 미래의 혁신

인테리어 디자인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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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피고 매장은 간판의 색상, 매장 전체의 배치

나 구조 등이 원고 매장과 매우 유사하고 판매 제품도 

중복되어 일반 소비자들도 피고 매장을 원고 매장의 

지점으로 오인하는 등 원고 매장과 피고 매장의 차이

를 뚜렷이 구별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피고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셋째 피고는 원고 매장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모방

하여 원고와 동종의 영업인 단팥빵 판매영업을 함으로

써 원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원고 매장 

이미지가 가지는 고객흡인력을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단팥빵 판매영업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인테리어 디자

인을 보호하고 있다. 허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

호는 등록된 상표 또는 디자인과 달리 보호가능성 및 

입증책임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권리자 보호에 미흡하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보다는 상표 

또는 디자인처럼 인테리어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표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

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을 강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권리자의 노력 투여 결과로 이

루어진 인테리어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어

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다만 우리의 현실은 이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강하게 보

호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 아닐까?

이신광 

(현)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지정)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상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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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활용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에 관한 과학 지식, 특허에 관한 법률 지식, 그리

고 사업화에 대한 경영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 

법률 및 경영 지식은 상호 융 · 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

운 학문 영역이 탄생한다.

기술경영은 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 · 관리 · 활용하

기 위한 제반 경영 및 지원활동에 관한 것이다.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기술혁신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원리와 기법

의 개발 · 적용을 다루는 학문분야이다. 

특허경영은 특허를 독립된 경영 자원의 하나로서 

경영에 참여시키고, 다른 경영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를 발생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기업 가치를 증

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를 단순히 연구개

발(R&D)에 수반되는 부산물로 보는 인식에서 탈피, 

올바른 특허경영을 통해서 R&D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사업전략과 연계하여 R&D를 선도하는 적

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허공학은 기술과 법률이 융합되는 영역으로 

R&D를 통해 생성된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특허

를 적극적으로 발굴 · 개발하는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

다.(그림1 참조) 이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들이 특허공학자이다. 변리사의 업무도 특허공학의 일

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고용노동부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직무로서 ‘특허엔지니어링(특허공학)’을 신규 

개발하였다. 이 체계에 따르면 특허공학은 ‘법률 > 지

식재산관리 > 특허엔지니어링’으로 분류된다. 이는 직

무능력 분야를 법률 분야로 배치하고, 능력단위별 정

의 내용은 특허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여, 전반적으로 

법이 중심이어서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각 능력단위 

요소의 수행준거에 따른 지식, 기술 및 태도 분야를 살

펴보면 기술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고품질의 강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공학

특허공학 (Patent Engineering): 
고품질 특허 창출 및 사업화를 위한 특허의 공학적 재해석

정재철 (MIP 7기)

우리의 확신, 미래의 혁신

그림 1. 특허공학의 위치



72

관점에서 기술사업화의 전체 공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분야별로 자연현상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고품질의 권리

범위로 재창조할 수 있는 특허공학적 혜안을 가진 특

허공학자가 필요하다. 대학에서 과학이나 공학적 지식

에 더하여 특허공학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

함으로써 고품질의 특허공학자를 양성해야 한다. 

발명 · 출원 · 심사 · 등록 · 심판 · 소송 및 사업화에 걸

친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나라별, 기술별, 단계별

로 정형 · 정량 · 단순화 및 최적화 공정을 다룰 수 있는 

체계적인 학문을 이공계 교육에 더하여 대학에서 체계

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2019년 9월 우리나라 특허청에 200만 번째 특허가 

등록되었다. 특허의 출원 건수는 세계 4위, GDP당 특

허 건수로서는 세계 1위, 국민 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

계 1위 특허강국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추구해 온 친 특허정책으로 인한 훌륭한 결과물이다.

반면에 2018년 한국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16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2019년 세계경제포럼의 평

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보호 순위는 

141개국 중에서 50위에 그친다. 국내 출원된 특허의 

해외출원 비율도 2018년 현재 11%에 그치고 있다. 이

는 사업화 가능한 국내 기술과 기술 보호의 수준이 특

허의 양적인 수준에 비해 현저히 미흡함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 관련 전문가들은 양보다는 

품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특허의 품질을 향

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KAIST MIP 

창설 10주년을 맞이하여, MIP 과정에서도 기술과 법

체계를 연결하는 특허공학 영역의 교육체계를 더욱 충

실히 보완하여 고품질의 지식재산전문가 양성을 위

한 더욱 견고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

에 기반을 둔 기술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통적으로, 과학은 자연현상을 발견하고 이해하

는 학문이다. 이에 비하여 공학은 과학을 통해 발견하

고 이해하게 된 자연원리를 인간을 위해 응용하는 학

문 분야이다. 공학은 기술적 과제를 대상으로 하는데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

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과학이 비정형적이고 정

성적이며 서술적이고 실험실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반

면, 공학은 정형화 · 정량화 · 단순화를 거쳐 대량생산을 

위한 최적조건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정통적인 공학은 

물리와 화학과 같은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수학을 도

구삼아 과제를 정형화 · 정량화 · 단순화하여 특정한 후, 

각 단위별 최대치를 확정하고 단위들의 전체 공정을 

최적화함으로써 최종 산물의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하

는 학문이다. 과학을 기반으로 한 공학적 접근은 소프

트웨어 · 산업 · 인간 · 금융 심지어는 정치로까지 확장되

어 왔다.

특허를 활용한 기술사업화에 있어서도 발명 · 출

원 · 심사 · 등록 · 심판 · 소송 및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각

각의 단계별 최적 조건을 확립해야 한다. 또 기술사업

화의 전체 공정상에서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최적화 과정이 필요

하다.

기존의 특허공학은 발명의 특허화를 위해 특허출

원, 심사 및 등록과정과 같은 단편적인 관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고품질의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

는 공학적 도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에 특화된 TRIZ 기

법 등을 활용하고, 하나의 발명품이나 특허로부터 사

고실험(思考實驗)을 통해서 기술적 사상을 적극적으

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국가별 특허법 체계에 최적화

된 특허로 발명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공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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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철 

(현) 특허청 의료기술심사과 수석심사관

변리사(49기)

POSTECH 화학공학과 공학박사(199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공정연구실 박사후연구원 

한화석유화학중앙연구소 바이오생산기술센터 선임연구원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연구원 

특허청 생명공학심사과, 국제특허심사팀 선임심사관 

국립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겸임교수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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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패션 회사에 재직하는 김미경 디자이너가 

2021년에 출시될 여름 의상을 디자인했다고 하자. 회

사 내부에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그

는 회사에 디자인 출원 권리를 양도했고 등록까지 문

제없이 마무리되었다. 

김미경 디자이너는 특허발명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창작물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권리화 단계에서는 출원을 하거나, 등

록을 받은 경우로 각각 나누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보상금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디자인은 소위 대박을 

칠 수 있다. 등록된 이후 실제로 독특한 해당 디자인

으로 인해 큰 인기 몰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디자인 덕분에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것

이므로(특히 등록 디자인인 경우 독점적인 효력이 있

다), 이에 대하여 김미경 디자이너는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회사의 비지니스 전략에 따라 해당 디자인

권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에도 특허와 다르게 볼 것 없이, 그 기여도에 따른 로

열티를 그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소송 · 조정 등의 분

쟁으로 로열티 계약이 체결되거나, 손해배상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경쟁사가 김미경 디자이너

가 창작한 디자인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했다가 패

소하여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

으로 발생한 로열티의 일정 금액을 김미경 디자이너에

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디자인 회사들이 종업원들에

게 직무발명 보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디자이너들이 이러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알

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디자인에 있어서도 직무발명의 

적용은 특허와 동일하다. 회사의 종업원인 디자이너나 

대표이사가 디자인을 개발하여 지식재산권으로 권리

를 확보하는 과정과 그 활용에 있어서도 특허와 같이 

직무발명의 법률이 적용된다. 보상금도 물론이다. 그

러나 특허에 비하여 디자인 관련 업종의 회사들은 직

무발명제도를 적극 활용하지는 않는다. 발명진흥법에

서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 고안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창작자의 직무발명 보상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 1호 – ‘발명’이란 ‘특허법’ · ‘실용신안법’ 또

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제2조 2호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

는 발명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제품들, 그리고 각 

김미경 디자이너의 보상금 이야기

황성필 (MIP 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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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은 일정

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

들이 모두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공개된 디자

인과 다른 창작성을 가진 요소들이 있다. 이 경우 지식

재산권 중 디자인(특히 부분 디자인 확보가 중요)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미등록 

디자인에 대하여 보호하는 경우가 있으나 안정적인 권

리행사를 위해서는 디자인권으로 확보하는 것이 타당

하다.

특허 침해는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구성요소 완

비의 원칙에 따라 특허 청구항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실시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

한 입증의 과정에서 다양한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상대

방이 무효심판을 제기하기도 하며, 균등론, 출원과정

에서의 의식적 제외 등 수많은 논리들을 근거로 공방

이 진행된다. 

디자인권 역시 분쟁이 시작될 경우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복잡한 특허 분쟁에 비하여 

디자인 분쟁은 기술에 대하여 논하지 않는다. 주로 기

존의 디자인과 다른 창의적인 부분이 해당 디자인권에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이 침해로 주장되

는 제품과 육안으로 비교하여도 유사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의 수요자와 

당업자의 수준에서 창의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성

을 판단하는 것이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도 표준 특허 외에 디자

인 관련된 분쟁이 매우 중요했다. 기업들은 최근 지식

재산권 중 디자인권을 더욱 많이 확보하여 자신들만의 

창작성이 인정된 부분을 권리로 보호받으려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이너들의 권리 존중도 동시에 강화

되어야 한다. 강한 디자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은 

발명진흥법에 따르는 적절한 직무발명제도를 실시하

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이 디자이너들에게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

여해야 창작 의욕이 고취되기 때문이다. 직무발명 보

상금 청구권은 10년의 시효로 소멸함을 김미경 디자이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황성필

(현)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현)주식회사 에이블러 대표 

(현)주식회사 이엠컨설팅 대표 

경기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USC Suzanne Dworak-Peck School of Social Work, NETKAL 

KOREA(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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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국산 OS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회사가 있다. 바로 박대연 前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가 창업한 티맥스 

소프트(Tmaxsoft)다. 1997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매우 

건실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다. 그러다 잘 나가

던 이 회사의 가장 큰 흑역사라 불리는 사건이 2009년

에 일어났다.

티맥스 소프트에서 개발하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호환 운영체제로 발표되었던 ‘티맥스 윈도

우’가 논란의 주인공이다. 우리나라에서 운영체제는 

사실상 윈도우즈 독과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과거

에 비하면 다소 나아진 형편이지만 여전히 80%가 넘

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사무용 PC의 

경우 99%는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이러한 외산 OS의 독과점에 대항하기 위

한 ‘국산’ OS의 가치는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티맥

스 윈도우’가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많은 IT 종사자들

은 놀라움을 표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막대한 예산

과 인력을 투입해서 개발한 윈도우즈만큼 뛰어난 OS

가 나올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순수 국산 기술

을 바탕으로 나오는 운영체제라서 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9년에 스크린샷이 공개되고, 뒤이어 시

연회가 개최되자 기대감은 순수한 실망감과 배신감으

로 변했다. 커널 패닉(치명적인 내부오류로 안전하게 

복구 불가능한 오류 현상)이 나타나거나 기본적인 동

영상 재생이 안 되는 건 둘째 치더라도 LGPL 라이선

스(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를 따르는 ‘Wine’

이라는 오픈소스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위배하며 사용

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였

다.
1
 LGPL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이용한 경

우 변경한 소스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

면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용범위를 벗어난다. 

그 외에도 오픈소스 사용 없이 순수 자체 개발하였다

는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자체 

개발했다는 이 티맥스 윈도우에 대한 비관론이 점점 

짙어졌다.

결국, 티맥스 윈도우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2009

년 11월에 무리한 확장과 R&D 투자로 인한 경영악화

로 직원 수백 명의 권고사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구조

조정을 시행하였고, 2010년 6월에는 운영체제를 개발

하던 자회사(티맥스코어)가 삼성SDS에 매각되는 수

순을 밟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다 이 이름이 2015년 11월에 다시금 등장했

TmaxOS를 바라보며

우한창 (MIP 8기)

1 결국 이후에 Wine의 소스코드를 차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우리의 확신, 미래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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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비안 리눅스 커널에 대한 소스만 공개하였다. 이로 

인해 불완전 공개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현재까

지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결국, GNU 프로젝트에서 직

접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개적 질의를 남기고서야 

뒤늦게나마 공개 방침을 밝혔다.
3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소스코드 공

개는 GNU 라이선스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으로 공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실제로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GNU 라이선스는 ‘공개’

하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따

지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소정

의 양식을 작성하여 본사에 방문하여 물리적인 매체

(DVD-ROM 등)에 담아주는 방식으로 소스코드를 불

특정 외부인이 획득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공

개 방식에 대하여 윤리적 · 도덕적 지적이 있지만, 라이

선스 위반은 아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무단 사용은 티맥스 소프트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한글과컴퓨터 역시 한컴오피

스에 오픈소스를 이용하였기에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

무가 있었다. 그러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연방법원에 제소당했

고 2017년 최종적으로 205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

다. 이번엔 TmaxOS2
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최초 

공개된 지 4년 만인 2019년 광복절에 개인용 버전이 

무료로 공개되었다. 

개발 중이라는 발표를 했음에도 6년 전 충격의 

여파가 남아 시작부터 의심의 눈초리가 끊이지 않았

고 수많은 저작권 위반에 대한 지적들이 나왔다. 2016

년 4월 발표회에서는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소스코드를 자체 개발했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Wine

의 아이콘이 화면에 노출되거나, 일부 명령어에서는 

FreeBSD라는 오픈소스에서 가져온 듯한 흔적이 발견

되었다.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발표회에서는 오픈

소스를 깎아내리거나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자

체 기술로 만든 것처럼 진행하는 등 저작권 위반에 대

한 인식이 2009년과 달라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모습

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 공개된 버전에서는 FreeBSD 

대신에 데비안(Debian)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리눅스 역시 GNU General Public Li-

cense(GPL)라는 라이선스가 적용되기에 여전히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9년 8월에 출시하자마자 오픈소스 

진영에서 많은 비판과 저작권 위반에 대한 우려의 목

소리를 냈다. TmaxOS에서는 깃허브(Github)를 통하여 

2 마이크로소프트와 상표권 위반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3 다만, 2019년 9월 27일까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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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회사들이 오픈소스가 마치 저작

권이 없는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라 착각하

지만, 엄연히 저작권이 존재하고 있고, 또 해외무대로 

진출하는 경우 법적 문제를 수반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카피레프트
4
 운동과 오픈소

스의 개념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 의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부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소

프트웨어 저작권을 지키려 하겠는가? 말로만이 아닌 

내실이 있는 IT강국이 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나왔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서 소위 ‘잘 나간다’

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사의 역량을 집약한 프로젝

트에서조차 가장 기본적인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10년

이 넘도록 개선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우리나라가 아

직도 오픈소스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는 오픈소스를 이용

한다고 하면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부족하다 취

급하는 분위기가 있다. ‘독자적’, ‘원천기술’, ‘순수국산

기술’과 같은 문구가 있어야 인정받고 사업을 딸 가능

성이 큰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야 할 국

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오픈소스를 폄훼

하고 사용 여부를 감추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를 

보이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4 저작권 소유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우한창

(현) 한국기계연구원 정보자산운영실

American School of Madrid

카이스트 전산학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사과정

(전) (주)나라비전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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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의 시대

이예슬 (MIP 9기)

우리의 확신, 미래의 혁신

바야흐로 융합의 시대이다. 

융합(Convergence)의 어원을 살펴보면 ‘con(togeth-

er) + verg(turn or come) + ence(suffix)’로, 모든 것을 취

합하여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사실 융합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실제로 어느 분야 든 

융합을 통해 발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창조의 주된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에 융합이 다시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더 쉽게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환

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SNS와 같은 연결 기반 서비스들이 각광받게 되었고, 

아직도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창출되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네트워크 효과’를 추구하며 수많

은 사람들과 사물들을 연결하면서 새로운 융합을 가능

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수평적 융합은 수많은 트렌드

를 만들어내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소비하도록 하고,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향유하는 주체들이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

도록 하며 융합의 가속화에 일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의 융합은 수평적 융합이다. 기술

의 발전이 만들어낸 요즘 세상의 융합 역시 마찬가지

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평적 융합으로 충분한가? 어쩌

면 우리는 수평적 융합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수직적 

융합이 주는 이점을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평

적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수직적 

융합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수직적 융합이 간과된 결과로 대표적인 현상이 세

대간 갈등이다. 기술발전에 기반한 수많은 서비스가 

나올수록 세대 간 인식의 차이는 확대되고, 갈등이 깊

어지는 현상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혹자는 기술의 발달로 부모님과 메신저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어느 정도 수직적 융합을 이룬 것이 아

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일리는 있지만 그것이 인식

의 차이를 줄여 수직적인 융합을 이뤄내고 있다고 주

장하기는 어렵다.

과연 세대간 융합 또는 수직적 융합은 수평적 융

합에 비해 간과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전 세대의 문

화 · 지식 · 지혜들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 자리를 내주고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존재일 뿐인가?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일 것이다. 세상을 바꿀 기술인 인공지능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빅데이터인데 최근에 이 분야에

서 새로 등장한 개념이 ‘다크 데이터’이다. 다크 데이터

란,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만 하고 분석에 활용하고 

있지 않는, 필요성이 불분명한 다량의 데이터를 말한

다. 주로 기존의 생산 설비들에서 수집되었으나 저장

공간만 차지하고 효용을 갖지 못했던 데이터들을 다크 

데이터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효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예슬

(현)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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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공간만 차지하던 애물단지와도 같은 데이터들이 

인공지능 발전에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니 참 아이러

니하다. 다크데이터가 수직적 융합의 중요성을 시사하

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 한다. 우리는 왜 여러 

세대의 문화 · 지혜 · 지식 · 관점들을 융합하는 것을 간과

하고 있는가? MIP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곳은 다양한 

세대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배우고 각자 다른 생각과 지식들을 서로 교류하

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문득 이런 생

각이 들었다. 만약 학창시절처럼 필자와 동일한 나이, 

세대와 있었다면 어떨까. 그랬다면 대학원 생활에 더 

재미를 느끼거나 동질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수업에서 배우는 콘텐츠 외에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필자가 이 대학원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편협한 관점을 벗어던졌다는 것이다. 물론 대

학원 생활 초기부터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반강제적

으로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과 조별과제를 함께 수행

하거나 회식을 하면서, 세대 간 융합이 나에게 주는 큰 

시너지가 있음을 몸소 체감하게 되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수직적 융합이 

주는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다. ‘열린 마음’ 하나

만 있다면 나이 · 경력 · 성별 · 목적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융합을 이뤄낼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무엇보

다 그 기회는 사회보다는 학교에서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Commemorative Book

기회와 가능성

Opportunity and Possibility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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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2019년 6월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였다. 신

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산

업으로 차별화하는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부터 첨단제조 전략과 ‘매뉴팩처

링 USA’를, 독일은 2012년부터 ‘인더스트리 4.0’을, 중

국은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를, 일본은 2016년에 

‘Society 5.0’ 전략을 마련하고 커넥티드 인더스트리 전

략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제조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도 2014년

부터 ‘제조혁신 3.0’ 전략을 마련하였다. 주로 IT 솔루

션 도입 정책 중심으로 추진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내용이 미흡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

이 대체적인 평가다. 솔루션 도입 후 기초적인 데이터

는 실시간으로 수집 · 저장되지만, 데이터 가공 및 분석

을 통한 유용한 정보 생산과 활용을 통한 생산라인 지

능화는커녕 자동화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솔루션 

공급기업이 규모가 영세하고 운영인력이 부족한 경우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

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3D 프린팅 기

술, 디지털 제조시스템, 산업플랫폼을 중심으로 미래

의 제조혁신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D 프린팅은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 테스트, 생

산, 창고, 물류 등 전체 제조 공정을 완전히 디지털화

하는 미래 핵심 기술이다. 디지털 제조기술로 혁신을 

선도하는 산업분야는 항공기와 자동차, 건설업, 의료, 

가구, 의류 등 다양하다. 몇 가지 실제 사례
1
들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항공기 제조업체인 록히드마틴은 3D 프린팅 특

허 기술을 적용하여 F35 전투기의 기체와 날개를 생산

할 수 있는 매우 가볍고 강한 복합소재를 개발하였다. 

항공기 동체는 물론 조종석, 이착륙장치, 내장된 전기

배선 등 내부 구조물 전체를 약 3개월 만에 프린팅하

였고, 제작기간을 3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특이한 점은 수억 달러 이상 소요되는 기존의 거

대한 항공기 제조 공장과 달리 모듈화하여 컨테이너에 

싣고 쉽게 이동이 가능한 디지털 제조시스템이라는 것

이다. 또한 자동차, 선박, 토목 장비, 농기계 등 거의 모

든 종류의 복잡한 기계도 유사한 방식으로 제조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스타트업 기업인 로컬모터스는 온라인 커뮤니

티를 통해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협업하는 클라우드 소

싱 기법으로 설계한 오프로드 자동차를 3D 프린팅 기

3D프린팅·디지털시스템·산업플랫폼…‘제조업 르네상스’ 온다

이상지 (MIP 3기)

1 참조: 리처드 다베니, 넥스트 레볼루션 - 플랫폼과 제조업의 미래를 뒤바꿀 디지털 혁명, 2018년 12월 14일, 부키

우리의 확신, 미래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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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제조시스템은 장난감에서부터 

자동차, 비행기, 군사장비, 발전설비, 건축자재, 초소형 

전자장비 등 다양한 제품을 하나의 공장에서 동일한 

기계로 제조할 수 있게 한다. 3D 프린팅 기술을 중심

으로 로봇공학,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증강현

실, 사물인터넷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제조기술 패키

지로 제조 작업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 중

의 하나다. 단순히 시제품 제작과 로봇을 이용한 자동

화의 작업을 확장하는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3D 프린

팅 중심의 제조로 얻을 수 있는 혁신을 위해 전체적으

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제조 방식에서 

탈피하여 조립라인을 재조정하고 일부 라인은 고객 맞

춤형 제조를 가능하게 구성하고 일부는 더 복잡한 설

계를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플랫폼은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등 기술 

대기업들이 보유한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플랫폼은 마케팅과 판매를 최적화하고 

정보를 이용하여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데 

주로 활용되었다. 제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분산된 3D 프린팅 생산 시설을 상호 연결

하여 구성하고 조정할 수 있는 최적화된 디지털 산업

플랫폼이 요구된다. 특히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

술이 융합된 디지털 산업플랫폼은 제조 공장의 설계, 

건설 및 운영의 전 단계에서 핵심적이고 실효적인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제조 공장의 설계단계에서는 목표로 하는 제품 유

형, 재료, 생산 프로세스, 규모, 판매 방법, 시장의 변화

에 따른 확장성 등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한 후 최적화

된 공장 설계도를 완성한다. 건설 단계에서는 설계도

에 적합한 3D 프린팅 제조 장비, 데이터 통신 네트워

크, 운영 소프트웨어 등을 선정하고, 건설 후 시험 가

술로 제작하여 2010년에 최초로 출시하였다. 세계 최

초의 상업용 3D 프린팅 자동차인 로컬모터스 스트라

티는 일부 부품(고무 타이어, 브레이크, 배터리, 전기

엔진 등)을 제외한 약 75%가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졌

다. 기존의 자동차 부품 수가 약 3만 개인데 반해 50개

의 개별 부품으로 구성되고 프린팅에 소요된 시간은 

약 44시간에 불과하다. 3D 프린팅 기술로 혁신을 선도

하는 또 다른 분야는 건설업이다. 예술성이 가미된 초

현대식 곡선형 건물도 로봇 프린터를 이용하여 많은 

작업 과정이 더욱 정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

고 비용은 훨씬 저렴하다. 보청기, 치아 교정기, 인공관

절, 인간 장기 등 바이오 분야에서도 혁신이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청력을 상실한 수억 명을 대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보청기 산업 분야에서 시장을 주도하

는 스위스 기업 포낙은 환자 맞춤형 보청기를 3D 프린

터로 1500만개 이상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대량 생산

가능성을 열었다.

인공관절 산업에서도 3D 프린터가 주목할 만한 

혁신을 이루고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교하게 설

계한 환자 맞춤형 인공 관절은 티타늄을 재료로 분자 

수준까지 정밀하게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된

다. 환자의 뼈와 인공 관절의 구조가 딱 맞을 경우 소

위 생물학적 접착이라는 과정을 통해 환자에게 이식한 

인공 관절이 생체 뼈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계적으로 인체 장기 이식의 약 70%를 차지하는 

신장의 경우 환자 수에 비해 이식 가능한 신장 수의 비

율이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 환자가 투석을 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이 대략 2~3년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

면 3D 프린터로 제작된 환자 맞춤형 장기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체 장기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는 

세포 배양 등을 통해 만드는 소위 바이오 잉크이다. 바

이오 잉크 개발을 위해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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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으로 더 빠르게 서비스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를 위해 비

용, 시간, 에너지, 자원 등을 덜 낭비하면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제조업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3D 프린팅 기술과 산업플랫폼이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국가 비전과 

목표에 이르는 첫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동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운용 단계에서는 

제조 공장의 각종 시설과 장비에 구비된 다양한 센서

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생산 

중단에 이르는 큰 고장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획기적으

로 운용유지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

다. 디자이너, 엔지니어, 마케터, 고객 관리 전문가, 판

매 관리자, 서비스 전문가 등이 융 · 복합으로 하나의 팀

을 이루고 디지털 산업플랫폼을 통해 제품 개발 프로

세스를 수 일 또는 수 시간으로 크게 단축하고 신속하

게 갖가지 맞춤형 제품의 출시가 가능해질 것이다.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더 높은 품질과 더 

이상지

(현)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현)전자정부교류연구센터 전문위원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서울대 전자공학과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박사



86

2019년 현재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미 여러 기술과 산업에서 

한국을 앞서며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최

근 10년간(2010-2018) 41.3조 위안에서 90조 위안으로 

2.2배가 커졌다. 이중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중국의 

1차 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변화이다. 중국은 제조

업의 나라에서 서비스업의 나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

다. 중국의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성장을 넘어선 것이 

2014년으로 이미 5년 전 일이다. 

한국의료산업은 2000년 초부터 중국에 진출했다. 

의료산업이란 환자의 병을 치료, 예방, 재활, 완화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분야를 통틀어 

말한다.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중국 진출을 꾀하는 의

료기기업체, 병원 등의 소식을 접할 수 있다. 특히, 한

류 문화콘텐츠산업의 영향으로 한국의 의료미용산업

이 중국에 활발히 진출해왔다. 그 예로, 병원, 화장품과 

인체 보형물, 주사제, 피부관리기기 등이 있다. 하지만 

2016년 사드 사태 등의 이유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중국의료미용 서비스시장에서 한국업체 및 국내 병원

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중국 의료미용 서비스 시장의 변화는 크게 3가지

로 나눠 볼 수 있다. 시장 규모의 변화, 시장의 특징 변

화, IT기술과의 만남이 그것이다 

중국 시장은 소득증가, 인구구조의 변화, 미의 관

심,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의 확대 등으로 생겨난 수

요와 대형 성형체인병원과 작은 클리닉의 공급 증가

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7년 6월 발표된 글

로벌 회계 · 컨설팅 법인 딜로이트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료미용시장 규모는 2015년 870억 위안, 2017년 

약 1760억 위안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40%에 달

하는 연평균 성장을 보이면서 2020년에는 약 4640억 

위안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미용성형외과학

회(ISAPS)가 발표한 2015년 통계자료에서도 미국이 

전세계 의료미용시장의 19%를 차지하며 1위, 브라질

이 뒤를 이어 11%, 중국이 10%로 3위에 오르며 세계 3

대 성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 뒤는 한국(5%), 인도

(4%)가 차지했다.

중국 미용 의료서비스 시장은 민영병원을 중심으

로 고성장하고 있지만 블랙마켓(뷰티살롱, 시술소)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성형앱 신양커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블랙마켓의 규모는 1367억 

위안, 정식 병원의 규모는 878억 위안이었다. 주목할 

점은 블랙마켓으로 들어가는 미허가 제품 시장의 규모

가 정식 시장의 규모보다 클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 주사제 시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

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17년부터 중국 정부의 시장

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해당 채널(블랙마켓)을 통한 

매출 성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대로 정식 시장은 

블랙마켓을 흡수하며 더욱더 탄탄히 성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현재 모바일 혁명 중이다. 이미 한국

중국 의료미용 서비스시장의 변화, 그리고 한국

이재욱 (MIP 4기)  

우리의 확신, 미래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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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격진료 등 규제로 인해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분

야를 중국은 이미 현실화 시키고 있다. 중국 최대 온

라인 의료 미용 서비스 업체 신양커지는 2019년 5월 2

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였다. 창업 6년만에 중국 온

라인 의료미용기업으로서는 처음 나스닥에 입성한 이 

회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고받은 콘텐츠 뷰만 해

도 2018년 4분기 기준 월평균 2억4000만 회를 웃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앤드 설리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의료미용 모바일 앱 사용자들이 사

용하는 시간의 84.1%를 신양커지 앱이 차지했다. 2018

년 신양커지의 플랫폼에서 이뤄진 의료미용 거래액은 

21억 위안으로 중국 온라인 의료미용 서비스 시장의 

33.1%에 달했다.

중국의 의료미용시장은 한국시장과 대비하여 약 

10년에서 15년 가량 늦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빠른 속

도로 새로운 방법과 기술들을 도입하며 성장하고 있

다. 제품과 장비를 사용하는 비수술 항목에서도 까다

로운 중국 위생허가(CFDA)를 통과한 신제품을 앞세

워 새로운 시장을 빠르게 개척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

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한국 미용시장은 그동안 강세였던 선순환 구조를 

잃어가고 있는 모양세다. 신양커지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창업한 의료 미용 서비스업체는 현재 존패기

로에 놓였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또한, 최근에는 ‘메이

드 인 차이나’의 미용 주사제 제품과 기기들의 한국시

장 진출의 소식이 들려온다. 중국이 반도체, 조선, 자

동차산업 등에서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우

리의 의료미용시장도 위협받고 있다. 더이상 한국에서 

왔다고 좋아하는 중국사람들이 아니다. 

이재욱

(현)Beijing Yestar Plastic Surgery Hospital 의사

Northwestern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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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연히 미국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대로 아

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올

라선 힘은 무엇일까? 미국인들은 다양성과 포용력을 

꼽는다. 사회 · 문화의 용광로인 미국은 충돌하기 쉬운 

개인의 다양성을 극대화한 뒤 하나의 힘으로 모아 국

가 경쟁력으로 키워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미국 전문

가라고 하기엔 뉴욕 주재원 생활 4년이 턱없이 짧지만 

현지에 있는 동안 언제나 고민하던 ‘수퍼파워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미국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일까? 앞서 말했듯 미

국 뉴욕에서 만난 10명 중 9명은 바로 다양성이 뉴욕

의 경쟁력, 나아가 미국의 경쟁력이라고 말한다. 그 이

유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동료들과 생

활하며 새로운 문화와 시각을 얻으면서 자신도 발전한

다는 설명이 많았다.

사실 다양성만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설명하기에

는 미흡하다. 다양성을 뛰어넘는, 미국만 가진 플러스 

알파는 무엇일까? 힌트는 현지의 한 행사에서 만난 ‘브

렛’이라는 퀸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일하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었다.

뉴욕시는 5개의 버러(borough · 한국의 자치구에 해

당)로 이뤄졌는데, 퀸스 문화예술위원회는 이 중 한 곳

인 퀸스 지역의 문화 발전과 예술가를 지원하는 비영

리기관이다. 브렛에 따르면, 퀸스는 약 170개의 언어가 

쓰이는 미국에서도 가장 다양한 이민자들로 구성된 자

치구다. 그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퀸스 출신 예

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 뉴욕이 훨씬 더 흥미롭

고 다채로운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경쟁력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브렛은 

지체없이 ‘조화(harmony)’를 꼽았다. 다양성에 대한 포

용과 이를 자연스럽게 자국 문화로 융화시키는 능력

이야말로 미국이 보유한 최고 경쟁력이라는 말로 들

렸다.

브렛의 이야기는 사회적 · 문화적 다양성이 어떻게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그렇

다면 미국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은 인적 구성의 다양

성을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미국 기업들은 각 개인이 지닌 독특한 차이를 효

과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경쟁 우위 역량으로 전환하

기 위해 ‘다양성 관리’ 개념을 활용한다. 다양성 관리는 

초기에 법규 준수(인종 · 성별로 인한 차별금지 등) 문

제로 시작해 지금은 기업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이해

된다. 다양한 인력이 각자의 차이에 기반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세계화로 인해 우수 인재의 유치와 유지가 가장 중요

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기업들은 적극적인 다양성 관리와 관련 

정책을 펼쳐 우수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 · 유

수퍼파워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차성욱 (MIP 4기)

우리의 확신, 미래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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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다. ‘최고다양성책임자’(CDO · Chief Diversity 

Officer)라는 직위를 만들어 회사 전체의 다양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임원을 두는 기업도 늘고 있다. 치열

한 인재 경쟁 시대에 기업 평판과 브랜드 유지는 우수

한 인재를 유인하는 필수 요소다. 다양성을 장려하고 

이를 인정하는 기업문화는 우수 인재의 이탈을 방지해 

글로벌 사업 환경에 꼭 필요한 인력 운영의 민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외에 여성과 소수인종의 사회참여가 늘고 구매

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이들의 성향을 잘 이

해하는 사회적 소수자의 채용을 늘리고 있다. 누구보

다 고객을 잘 이해하는 이들을 현장에 투입해 고객 만

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고객과 직원의 상호작용

을 통한 정서적 연대 형성이 지속적 구매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와도 이어진다.

미국 기업들이 다양성 관리로 얻는 가장 큰 효과

는 창의성과 혁신 촉진에 있다. 급변하는 대내외의 시

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혁신이 필수다. 여성 임원이 많거나 직원의 다

양성 지수가 높을수록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연

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6년 이민 유입이 1% 늘어나면 해당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2%가량 높아진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미국에서도 인종적 · 문화적 다양성이 높은 지역인 

실리콘밸리가 스타트업과 혁신의 메카가 된 것은 우연

이 아니다. 2015년 미국 인구조사국 추산에 따르면 샌

프란시스코 광역권 12개 카운티의 인구는 871만여 명

으로 서울 · 인천 · 경기(2503만 명)의 3분의 1에 불과하

지만, 지역내 총생산(RGDP)은 8100억달러(약 938조

원)로 한국 수도권(725조4000억원)보다 30% 이상 높

다. 샌프란시스코 광역권의 1인당 RGDP는 한국 수도

권의 3.7배에 이른다. 국가로 따지면 세계 18위에 해당

하는 규모다. 실제 구글에 다니는 지인에 따르면, 마주

치는 사람의 10명 중 8명이 아시아인이라고 한다. 백

인이 소수인 지역이 바로 실리콘밸리다. 그만큼 문화

적 · 인종적 다양성은 실리콘밸리의 특징이기도 하다.

다양성이 늘어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가 늘어

난다.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2017년 미국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기업가정신연구소가 조사한 결

과에 따르면, 500대 기업의 43%를 이민 1세대나 2세대

가 창업했다. 특히 정보기술(IT) 업종에선 46%의 대

기업을 이민자가 세웠다. 이민자가 창업한 대기업들은 

전세계에서 1300만 명을 고용하고, 2016년에만 5800

조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여 자국 문화의 일부로 동화

시키지 못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앞장서 반대하는 

기업인들 대다수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구글과 페

이스북, 테슬라 같은 IT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가 

이민자 출신인 것을 예를 들며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미국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양성을 대하는 미국의 자세가 한국에 던지는 시

사점은 무엇일까? 사회문화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한

국의 시각을 돌아보고, 경제적으로 수출 전선에 서 있

는 우리 기업들이 국외 사업장에서 현지 인력 관리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최근 한국 사회는 늘어나는 혐오와 차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의 상당 부분은 한국

의 민족이 단일하다는 착각, 다양성을 거부하는 데서 

비롯된다. 한국 사회가 이런 혐오와 차별의 굴레를 벗

어나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혐오와 차별이 당사자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해롭기 때문이다. 혐오에 들

어가는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를 창의적 에너지

로 바꾼다면 사회 전체의 부와 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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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직원들 만이 회사 평가를 남길 수 있기에 많은 구직

자가 참고한다. 한국 기업에 대한 많은 불만 중 하나가 

바로 성장의 한계가 뚜렷하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시장의 강자로 자리잡고 진정한 글로벌 기업

으로 성장하려면 이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글로

벌 차원의 인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 핵심 중 하나

는 다양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접근이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 한국, 일본 등 문화적 개성이 

강한 아시아 국가에 인재를 파견할 때 반드시 문화 포

용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한국 기업

도 CEO를 포함한 간부급 임원에게 같은 교육을 시행

하고 이를 체계화한다면 기업의 세계화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다양성을 포용하는 능력을 하루아침에 갖추기는 

불가능하지만, 선진 문물을 흡수하는데 누구보다 빠른 

한국인인 만큼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받

아들일 필요가 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이 겪는 가

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현지 인력 관리 문제다. 대

기업은 절반 이상의 매출이 국외에서 발생하고, 절반 

이상의 직원이 국외에서 채용되기 때문에 현지 인력 

관리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대다수 한국 기

업들은 현지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채용해도 일을 할 만하면 이직해버려, 인력 관리

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업무 성과에도 문제가 생

긴다고 호소한다.

그 원인 중 하나는 한국인과 해외 인력을 따로 관

리하는 인사 관행에서 찾을 수 있다. 직무 교육과 성과 

관리, 관리자 교육, 관리자 승진과 역할 부여가 거의 

한국인 중심으로 이뤄져 해외 인력에게는 기회를 주지 

못하거나 매우 제한돼 있어 그들이 한국 기업에서 비

전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 많은 구직자가 애용하는 ‘글래스도

어’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대다수 한국 기업의 평이 그

리 좋지 않다. 글래스도어는 해당 회사 직원들이 익명

성에 기대 직장과 상사를 평가하는 곳으로 전 · 현직 회

차성욱

(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차장(현 노조위원장) 

미국변호사(뉴욕)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외래교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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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컴퓨팅 파

워의 발전과 빅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 말하는 

것에 관해 이견이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컴퓨팅 파

워는 CPU에서 GPU로, 그리고 퀀텀 컴퓨팅의 상용화 

단계까지 눈앞에 둘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데

이터 분야에서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플

랫폼화 하면서 기존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다.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원유에 해당한다면 알고리즘은 원유를 정제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과정을 담당한다. 따라서 데이

터와 알고리즘은 분리할 수 없고 상호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데이터 알고리즘(작동 원리)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도록 하겠다.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입력 값으로 할 때 규칙과 

절차에 따라 원하는 결과 값을 출력해 내는 일련의 작

동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앨런 튜링

과 존 매카시, 마빈 민스키 등 선각자들에 의해 지속적

으로 발전해 왔다. 컴퓨팅 파워의 발전, 데이터의 축적, 

알고리즘의 발전은 인공지능이라는 고도화된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고도화된 데이터 

알고리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금융에 적용하여 핀테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수

많은 센서에서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

리할 수 있게 되면서 사물인터넷(IoT)과 스마트 팩토

리(Smart Factory)가 가능하게 되었다. 데이터 알고리

즘은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에

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같은 

미디어의 개인 맞춤 추천시스템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증명해 내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1차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농업과 축산등에서도 데이터 알고리즘은 산

업의 틀을 바꾸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클라이밋 코퍼레이션은 농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

터를 수집, 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한 최적 농법을 제공

하여 농가수익 극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알고리즘에 기반한 기술은 이미 

사회 곳곳에 스며들면서 우리의 전 일상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알고리즘의 시대

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분노의 포도’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미국 작

가인 존 스타인백의 대표작 중 하나다. 1930년대 신기

술 등이 농업 분야에 적용되고 농업이 산업화 되면서 

평범한 농민들의 삶이 끝없이 밀려 나며 무너져 가는 

상황을 치열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기존의 일자리 체계에 변동이 

온다. 처음에는 잔잔한 파문이다가 쓰나미처럼 밀려 

오게 된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에 기반하였고, 2차 산업

혁명은 전기, 3차는 정보통신에 중심을 두고 있다. 기

술진보에 따른 산업혁명 단계를 거치면서 일자리의 개

데이터 알고리즘 시대의 일자리

배희정 (MIP 6기)

우리의 확신, 미래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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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에 기반한 자동화 모듈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율 가

동 모델은 사회를 더 안전하게 하고 더 높은 생산 능력

을 제공하며 그 외에도 기존에 가능하지 않았던 많은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편익에 익숙

해져서 인간의 노동력을 모든 산업 단계에서 배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문제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전 단계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데이터 알고리즘 기

반의 기술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인간의 노

동력을 완전히 대체 혹은 배제하는 방식보다는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인간의 노동력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

으로 데이터 알고리즘 기반의 기술이 설계되어야 하고 

그런 방식에 사회적 인센티브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

분하여 기술 발전의 형태가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데이터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율 

가동 모델의 도움을 받아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개인 시간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

이다. 동시에 사회를 가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많은 영

역에 인간의 노동력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데이터 알

고리즘에 기반한 자율 기능은 이를 보조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사람들이 일을 통한 근로와 성취의 보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직하게 될 것

이라는 생각, 일명 ‘노동량 불변의 오류(lump of labor 

fallacy)’는 잘못되었음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러

나 새로운 기술에 사회가 적응해 나가는 데는 오랜 시

간이 필요하다. 1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역직기는 

1810년에 개발되었다. 하지만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하

였기 때문에 섬유산업이 발전하는 데는 35년의 시간이 

걸렸다. 농업 등 기존 산업에서 넘어온 인력들을 수용

할 만큼 섬유산업이 발전하는데 한 세대가 넘는 시간

이 걸린 것이다. 

데이터 알고리즘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에서도 

결국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갈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다만 이것은 근거가 부족한 추측에 불과

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기술에 일자리 체계

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참 뒤에 보면 

그것이 점과 같이 보이는 시간일지라도 그 세대를 살

아가는 사람들에게 수십 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이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감내하기 어

려운 고통일 수 있다. 그리고 1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

업혁명 때까지는 사람과 함께하는 작업 패턴을 고수하

였다. 투입된 노동력의 최적화, 효율의 극대화에 초점

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 알고리즘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거의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데이터 알고리즘의 

고도화된 판단 능력에 따라서 사람의 노동력이 작업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게 되었고 점점 더 그런 방식으

로 빠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큰 금액의 인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자동화 물결이 가속화되고 있다. 무

인으로 김밥 싸는 기계까지 보급될 정도다. 사람이 없

는 무인 점포가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엄청난 크

기의 생산 공장에서도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동화가 진전되어 가고 있다. 데이터 알고리

배희정 

(현)케이엠에스랩㈜ 대표이사 

‘KAIST 미래전략’ 도서 초고집필진 

국가정보화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전산원 표창(2002) 등 다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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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

해 서비스 간의 융합을 시도하며 플랫폼 사업자로서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자 무한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지식정보의 확보와 이용에 있는 

디지털 경제시대에는 더 이상 기업의 지리적 위치나 

국적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때에 

각국은 자국 내에서 창조적인 신사업들이 끊임 없이 

시도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도움이 되는 기

업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정

책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기업들은 이른바 ‘규제의 시

대’라고 부를 만한 복잡 · 다양한 규제 환경에 처해 있다

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특히 바이오 · 의료, 온라인사업, 

공유경제 분야 등에서 혁신적 사업유형에 도전하는 일

부 기업들은 각종 특별법이 요구하는 인 · 허가나 인증

절차 등을 통과하고, 복수 규제 당국에 의한 행정감독

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동력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아래에서는 공정거래와 유통 등 행

정규제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는 필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 프레임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느

낀 점을 간략히 살펴본다. 

첫째, 위반행위 유형별로 부과되는 규제의 총량

과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기존의 규제 수단으로

도 합리적인 제재 또는 시정이 가능함에도 법규의 제

정 · 개정을 통해 새로운 규제 수단을 추가하는 경향이 

있다. 규제 당국들은 저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착안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하게 되고, 대상 기업은 합

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중첩적인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 기업이 1차 행정규제로서 A 규제 당

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고 하더라도, 같은 사유에 기하여 B 규제 당국으로부

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과 같은 2차 행정규제를 받

게 된다. 경우에 따라 공소 제기되어 형사처벌까지 받

게 된다. 각각의 공법적 규제에는 고유의 목적과 시행 

취지가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해당 기업의 위반행위가 단순 가담에 그친 

경우나 참작할 사정이 뚜렷이 존재하는 경우에까지 높

은 수준의 규제가 중첩적으로 부과된다면 상당성이 결

여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규제의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

요가 있다. 당초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서는 추상적

인 개념을 사용한 원칙적인 적용 기준만이 제시되었음

에도, 행정청이 법률 시행을 위하여 행정입법을 만드

는 과정에서 포괄적인 조항 등을 동원하여 특정 유형

의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또 행

정규칙에 행정청이 내릴 처분의 기준을 담는 과정에서 

처분사유의 유형과 그에 상응하는 규제의 내용을 지나

치게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

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여지를 봉쇄하는 경우가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규제 프레임

윤정근 (MIP 6기)

우리의 확신, 미래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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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거쳐야 비로소 그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가 많

다. 이러한 사안에서조차 처음부터 중한 침익적 규제

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규제의 방식과 내용이 새로운 기업 환경과 

변화된 거래질서에 맞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컨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과거 전통적인 거래 질서 

하에 소비자가 제대로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을 서면 조

항에 담아 계약 내용으로 포섭한 경우에 이를 규제하

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각종 전자상거래가 여

러 중개업체나 플랫폼사업자까지 개입되어 복잡한 구

조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위치하는 소비

자들과의 사이에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한 계약이 체

결되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해당 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인지, 약관을 형성한 당사자는 누구인지 등을 종

래의 이론으로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해당 기업에 곧바로 규제

를 가하기보다는 인터넷 기반 거래질서에 부합하는 약

관의 본질과 개념을 새롭게 연구한 다음 위 영역에 대

한 규제의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

은 비단 약관 규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종래

의 전통적 사업구조를 상정하고 만든 법규나 규정을 

새로운 유형의 혁신적 사업 분야에 그대로 대입하여 

적용할 경우 실질적 불법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무리한 법 해석으로 이어져 예기치 못한 불합리한 결

론을 도출할 우려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상습적인 위반행위와 적은 횟수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의 경위와 경중을 살피지 않은 채 기업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업정지와 같은 중한 

처분만을 내리도록 행정규칙을 제정해 둔다면 규제 방

식의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법원은 헌법을 준거규범으로 하여 행정입법

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에 대한 공법적 판단을 강화하

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청이 제정한 행정입법 

가운데 과잉금지, 소급입법금지, 명확성 원칙 등 헌법

적 원리에 위배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찾

아내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비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

업 분야에 대한 규제의 배려가 필요하다. 세계적인 거

대 플랫폼 기업들과 경쟁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국

내 혁신 기업들에게 전통적인 규제 프레임 즉, 특정 사

업 분야에 관하여 원칙적 금지를 선언해 두고 예외적

으로 인 · 허가를 통하여 단계별 사업활동을 허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해당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서 경쟁력을 잃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새로

운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존 규제 방식에

서 벗어나 해당 기업의 출범과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

용하면서 예외적으로 명백한 위법사유가 발생되는 경

우에 한하여 제약을 가하는 규제 프레임을 도입할 필

요가 있다.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

스의 도입과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혁신적인 사업 분야의 경우 행정청이 법 집행 과

정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곧

바로 중한 제재처분을 내리기보다 경고나 시정명령 등

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존속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위

와 같은 사업 분야의 경우 선례의 부족으로 특정 기업

활동이 규범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법적 

윤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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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우리나라에 수

출하는 반도체 소재 3종(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

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같은 해 8월에는 안보상 수출 우대국

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은 군사전용이 가능

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3년 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규제(일반) 품목 역시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

면 별도의 수출허가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응해 우리 정부와 산하기관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특허 및 지재권 관련 대책을 발 빠르

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허청에서는 2019년 8월 특

허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

원단’을 발족하였다. 위 지원단은 특허전략개발원, 발

명진흥회, 지식재산보호원, 특허정보진흥센터의 유관

기관을 통하여 특허 분석 · 전략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

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IP 컨설팅, 특허대응전략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쟁 우려

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공익 변리사, 특허분쟁 컨설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1
 

일본의 수출규제 초기에는 규제 가능 품목별 대응 

대책과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

전자, 기계 · 금속 및 기초화학의 6개 분야로 나누고 100

대 품목을 지정했다. 이 중에 20개 품목을 단기, 80개 

품목을 중장기 품목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특

허 빅데이터를 통해 수립하고자 하였다.
2

최근에는 이러한 품목들과 관련하여 특허권의 불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특허 분쟁 대비와 파라미터발명

신동호 (MIP 7기)

1 2019년 8월 26일 특허청이 배포한 보도자료 참조

2 2019년 8월 5일 관계부처가 합동 배포한‘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관련 보도자료 참조

우리의 확신, 미래의 혁신

표 1. 일본 수출규제 가능 품목 분류

반도체 (단기 5개, 장기 8개) 불산 등 관련 핵심 소재 및 장비 부품 등 13개

디스플레이 (단기 2개, 장기 9개) 공정용 화학소재, 정밀 결합소재 및 장비 등 11개

자동차 (단기 5개, 장기 8개) 센서 등 자동차 부품, 경량소재(차체, 부품) 등 13개

전기전자 (단기 3개, 장기 16개) 배터리 핵심소재, 광학렌즈, 신소재 전자부품 등 19개

기계ㆍ금속 (단기 5개, 장기 34개) 금속가공장비, 초정밀 합금, 금속제조용 분말 등 39개

기초화학 (장기 5개) 불화계 화학소재, 고정밀 접착소재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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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특허청의 심사기준에서는 파라미터발명에 

대해 ‘물리적 · 화학적 특성 값에 대하여 당해 기술분야

에서 표준적이 아니거나 관용되지 않는 파라미터를 출

원인이 임의로 창출하거나, 이들 복수의 변수 간에 상

관관계를 이용하여 연산식으로 파라미터화 한 후, 발

명의 구성요소의 일부로 하는 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5
. 이는 2007년 11월 15일 선고된 특허법원 2007

허81 판결
6
에 정의된 파라미터발명에 유형적 내용을 

추가하여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나오는 <표2>는 최근 10년 내 국내에 등록

된 특허 중 발명의 명칭에 ‘폴리이미드’를 포함한 일본 

국적의 출원인의 특허 중 대표적인 파라미터발명의 예

를 정리한 것이다.

<표2>에는 대표적인 파라미터발명을 예시하였지

만, 필자가 간략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발

명의 명칭에 ‘폴리아미드’를 포함하는 특허로서 일본 

국적 출원인이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는 모두 212건이

었다. 이들 중 대표 청구항을 기준으로 파라미터발명

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는 약 80건이 있었으며, 전체 

특허의 40%에 육박하는 수치였다. 나머지 특허의 대

표 청구항의 경우 방법으로 구성되었거나, 조성물로 

구성된 것을 볼 때 상당한 비중으로 파라미터발명이 

폴리이미드와 관련하여 국내 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라미터발명은 아래 설명하는 특수성으로 인

하여 침해자 입장에서는 신규성 내지 진보성에 흠결에 

대한 심증의 정도가 높다고 하여도 무효가 어려운 경

우가 많다.

파라미터발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리

균형에 따른 일본기업의 특허권 행사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불산의 경우 LG와 삼성

이 일본산을 대체 가능하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산의 대체 관련 

R&D 전략보다는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

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특허법상의 강

제실시권을 허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있다.
3

필자는 소재 · 부품 업체의 특허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으로 인해 지난 7월 수출규제 대응 품목과 

관련 특허청 산하기간에서 발주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위 보고서는 특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통해 R&D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며 많은 특허 데이터를 단기간에 분석하

면서 R&D 방향의 제시뿐만 아니라 특허 분쟁 발생에 

대하여 동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위에 소개한 강제실시권 허여방안은 

다른 각도에서 특히, 향후 분쟁이 발생 가능한 화학 · 소

재 관련 특허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소위 파라미터발명

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파라미터발명이란 일반적인 수치한정 발명(온도, 

압력 등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변수의 하나 이상을 독

립적으로 규정한 요건을 포함한 발명)에 비해서, 새롭

게 창출된 파라미터 또는 새롭게 도출되어진 복수의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규

정한 발명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물리화학적 또

는 생물학적 특성값에 의해 발명을 특정한 화학물질, 

조성물, 고체재료 혹은 이들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

이 이에 포함된다
4
.

3 2019년 10월 3일 일간경기 기사 참조.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특허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레지스트 관련 국내 특허는 일본이 5년간 매년 2배 이상 특허 

등록에 앞섰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폴리이미드 등 다수품목에서 일본의 등록 특허수가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며 일본이 일방적으로 특허라이센스 

중단 및 규제 등 ‘특허 공격’을 진행할 경우 강제실시권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 이재웅, 수치한정발명과 파라미터발명(2003), 특허와상표 제562호, p 5. 
5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8), p 2305.
6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사용빈도가 낮은 물성을 발명자가 새롭게 창출한 파라미터에 의하여 한정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발명’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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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폴리이미드 관련 일본 출원인의 국내 등록 특허 중 파라미터발명의 예시

등록번호 대표청구항 출원인

1680391 2개의 표면층 (a) 및 (b)와, 당해 표면층 (a) 및 (b) 사이에 협지된 매크로 보이드층을 갖는 3

층 구조의 다공질 폴리이미드막으로서, 상기 매크로 보이드층은, 상기 표면층 (a) 및 (b)에 결

합한 격벽과, 당해 격벽 및 상기 표면층 (a) 및 (b)에 둘러싸인, 막 평면 방향의 평균 구멍 직

경이 10∼500㎛인 복수의 매크로 보이드를 갖고, 상기 매크로 보이드층의 격벽, 및 상기 표

면층 (a) 및 (b)는 각각, 두께가 0.1∼ 50㎛이고, 평균 구멍 직경 0.01∼ 5㎛의 복수의 세공을 

가지며, 당해 세공끼리가 연통하여 추가로 상기 매크로 보이드에 연통해 있고, 총 막 두께가 

5 ∼ 500㎛이고, 하기 수학식 2에 의해 구해지는 공공률(空孔率)이 70∼95%인, 다공질 폴리

이미드막.

[수학식 2]

공공률(%) = (1 - ) × 100S × d × D
w

(식 중, S는 다공질 필름의 면적, d는 막 두께, w는 측정한 질량, D는 폴리이미드의 밀도를 

각각 의미한다. 폴리이미드의 밀도는 1.34g/cm
3
로 한다.)

우베 고산 가부시키가이샤

1236256 방향족 테트라카르본산 성분과 방향족 디아민 성분으로부터 얻어지는 폴리이미드 필름으

로서, 25℃로부터 500℃까지의 치수 변화율이, 초기의 25℃에서의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0.3%  ~  +0.6%의 범위 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이미드 필름.

우베 고산 가부시키가이샤

1252875 하기 식 (1)로 표시되는 반복 단위와, 하기 식 (2)로 표시되는 반복 단위로 이루어진 폴리이

미드 수지로서, (식 중, X는 m-페닐렌기 또는 m-크실릴렌기이다)상기 식 (1)의 반복 단위

의 비율이 전체 반복 단위의 50몰% 이상이며, 0.5g/dL의 N-메틸-2-피롤리돈 용액을 사용

하여 30℃에서 측정한 상기 폴리이미드 수지의 대수 점도 η가 0.3 ~ 2 dL/g인 폴리이미드 

수지.

미츠비시 가스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1805373 옥시알킬렌 유닛을 포함하는 폴리이미드로 이루어지고, 기공률이 45체적% 이상 95체적% 

이하이며, 평균 기공경이 10nm 이상 1000n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질 폴리이미

드 필름.

유니티카 가부시끼가이샤

1550005 코어층과 필름 양면에 노출하는 클래드층(clad layer)을 포함하는 다층 구조를 갖는 폴리이

미드 필름으로서, 코어층은 100 ∼ 200℃의 평균 선팽창 계수가 5 ∼ 20ppm/℃인 비(非)열가

소성 폴리이미드이며, 클래드층은 하기와 같이 정의되는 필링(peeling) 강도가 3N/cm 이하

인 폴리이미드로서, 필름 전체의 100 ∼ 200℃의 평균 선팽창 계수가 9 ~ 30ppm/℃이며, 상

기 코어층의 평균 탄성률(a)과 클래드층의 평균 탄성률(b)에 이하의 관계식(1)이 성립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폴리이미드 필름.

가부시키가이샤 가네카

1702128 도금법에 의해 폴리이미드 필름의 표면에 직접 금속막이 형성된 금속화 폴리이미드 필름

으로서, 상기 폴리이미드 필름은, 막 두께가 35 ㎛ ~ 40 ㎛일 때, 흡수율(吸水率)이 1 질

량%~3 질량%이며, 열팽창 계수가 TD방향(폭방향)으로 3 ppm/℃ ~ 8 ppm/℃이고 MD

방향(장방향)으로 9 ppm/℃ ~ 15 ppm/℃이고, 습도 팽창 계수가 TD방향(폭방향)이 7 

ppm/%RH ~ 13 ppm/%RH이고 MD방향(장방향)이 12 ppm/%RH ~ 15 ppm/%RH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화 폴리이미드 필름.

스미토모 긴조쿠 고잔 가부시키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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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사실상 공지물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입증 곤란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고 특허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지물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던 제3자

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제3자에게는 

무효심판,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항변이라는 법

적 대항수단이 있지만 공지물임을 입증하기 위한 선행

문헌을 찾거나 그 특허발명의 출원 전부터 실시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사실상 곤란하

다. 공지물을 포함한 정도가 크다면 법적안정성을 해

하는 정도가 커지고,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분

쟁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파라미터발명은 구조에 의한 특정이 어

려운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출

원인에게 유리하다. 반면에 제3자가 실시하는 구체적

인 제품 즉, 확인대상발명이 파라미터발명의 청구범위

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석수단을 활

용,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파라미터를 창작함에 있어서 기존에 없던 신

규 분석장치를 이용했을 경우 제3자 입장에서는 특허

권자의 영역에만 있는 분석장치를 제조하여 침해여부

를 판단해야 할 수도 있다
8
. 또한, 제품의 생산에 있어

서 장치 투자에 수백 억원 수준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

한 경우에도 제품을 생산하기 전까지는 확인대상발명

이 파라미터발명의 청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이 파라

미터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발

명의 파라미터를 만족하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실시하

여 특허침해로 이어지기 쉬운 문제점도 있다.

파라미터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할 때 파라미터를 

적 · 화학적 특성 값에 대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표준

이 아니거나, 관용되지 않는 파라미터를 출원인이 임

의로 창출하거나, 이들 복수의 변수 간에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연산식으로 파라미터화 한 후 발명의 구성

요소의 일부로 하는 발명
7
 이다. 그래서 그 출원의 선

행문헌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그 출원에 관하여 발명자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파라미

터의 경우 그에 관한 선행문헌의 발견은 거의 불가능

하다. 그 파라미터가 개시되어 있는 선행문헌을 발견

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 발명의 신규성에 대해서는 부

정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신규성을 부정하는 

선행문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라미터발명의 

신규성이 인정되기 쉽다. 특히 파라미터발명에서는 신

규성이 인정되면, 진보성도 역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 특허를 받을 확률도 높아진다. 

파라미터발명은 본래 그 파라미터에 의해 출원발

명이 종래기술과 구별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종래기

술과 구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창작된 파라미

터의 선택에 의해 입증의 곤란성과 함께 결과적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특허성이 인정되는 특성이 있다.

또 신규성이 인정된 파라미터발명 중 그 파라미터

에 의해 규정되는 물성이 본래적으로 신규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 단, 공지재료에 본래적으

로 내재되어 있는 물성이라면, 그 물성을 파라미터로 

표현한 파라미터발명은 단순히 효과를 발견하고 추인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신규성은 당연히 부

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파라미

터발명에 있어서 그 특허발명이 공지공용발명에 해당

한다는 사실을 충분한 객관성을 가지고 입증하는 것은 

7 특허법원 2007. 11. 15. 선고 2007허81 판결.
8 특허법원 2007.11.15. 선고 2007허81 등록무효(특)에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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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정에서의 진보성 인정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

히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등록된 특허의 권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의는 없는 실정이다. 

위에서는 일부의 예를 들기는 하였으나 필자의 경

험을 덧붙이면 소재와 관련한 대부분 문제되는 특허는 

그 속성이 파라미터발명이었다. 이 때문에 필자는 졸

저
10
에서 파라미터발명을 별도의 발명카테고리로 보

고, 기능식 청구항의 판단기준과 유사한 권리범위 해

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화학 · 소재 

특허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 시점에서 

일본 기업의 국내 등록 특허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파라미터발명에 대해서 그 권리범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너무 중시할수록 형식적인 신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여 파라미터를 발명의 구성요건에서 

배제하고 다른 구성요건에 중요성을 두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

는 특성 즉, 파라미터가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

인 이상,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비교대상 발

명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9
.

따라서, 특허성 판단에 있어서 파라미터에 대하여 

기술적 가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하고 파악된 기술

적 가치를 기준으로 파라미터발명에 대한 특허성을 인

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

위에 나열된 특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적 의의

가 없는 출원이 등록을 받거나, 심지어 무효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파라미터발명 심

9 대법원 2004.4.28. 선고 2001후2207 판결.
10 신동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발명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2019), 석사학위논문, 한국과학

기술원, 대전, 대한민국, 76pages.

신동호

(현)특허법인(유한) 해담 미국 변호사

(전)코오롱인더스트리 지식재산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Northwestern University Pritzker School of Law(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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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에너지 관련 학술회의나 행사, 저서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주제가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다. 과거부터 현대까지 에너지는 석탄, 석

유, 원자력 등의 자원에서부터 증기기관, 전기모터 등

의 사용 형태까지 시대와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그 모

습을 바꾸어 왔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에너

지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에너지가 전환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선 아래 도표를 보면 1990년대 이후부터 전 세

계의 GDP가 증가하는 비율과 전기 에너지 즉, 전력의 

사용이 비슷한 비율로 증가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현

대는 전기에너지의 시대라 해도 될 만큼 에너지의 최

종형태로 전력을 사용하고 관련 기술과 비중도 지속적

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전기에너

지를 생산함에 있어 과거와 그 방식이 달라지고 있기

에 에너지의 전환이 회자되고 있다. 

필자가 대학시절 환경공학 시간에 들은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것 “에너지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것이

다.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배

출하고 원자력 에너지는 방사성 물질을 남긴다. 세상

에 완벽한 에너지는 없으며 그 자원과 형태를 어떻게 

조합하고 사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에너지를 조합하고 

소위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데는 국가나 조직이 처

한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달라서 정답은 없다. 그러나 중

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 크게 경제성, 

신뢰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 세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

먼저 경제성(Affordability)은 쉽게 말해 에너지를 

만들고 쓰는데 드는 비용이다. 전력 발전단가 또는 에

너지의 비용을 이야기할 때 최근 가장 많이 고려되는 

지표가 바로 LCOE(Levelized Cost of Energy)이다. 각 

에너지 자원 별 생산비용을 공평하게 비교할 때 용이

한 개념이다. LCOE방식으로 발전비용을 산정하였을 

때,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가장 저렴한 전력

원은 석탄발전으로 약 $20-$40/MWh 수준의 비용이 

든다. 그리고 다음이 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며, 재생에너지의 경우 여전히 석탄이나 가스발전에 

비해 비용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독일, 호

주, 브라질 등 몇몇 국가에서의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

전의 단가가 석탄발전 만큼은 저렴하지는 않으나 가스

발전 수준인 약 $40-$60/MWh에는 이른 것을 볼 수 있

에너지 전환시대의 논리

김원기 (MIP 8기)

우리의 확신, 미래의 혁신

[Source]
IHS Markit 2019. A form of final energy as electrification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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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천연가스발전(약 27%)이 뒤를 잇고, 원자력 

발전(약 23%)이 가스발전과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값싼 전기료와 안정적 공급 즉, 경제

성과 신뢰성이 높은 에너지 조합이다. 

보다 쉽게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 OECD에서 

발표한 아래 순위표를 보도록 하자. OECD 내부 뿐 아

니라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를 상당히 많이 수입하고 소비량도 많다. 반면 에너지

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꼴지에 가깝고 에너지의 전환 지수의 경우 OECD순위

에서 하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에너지를 아껴 쓰고 재생 에너지를 지금보

다 늘리면 해결되는 상황일까? 흔히 덴마크와 같은 국

가의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데 우리

나라는 왜 그렇지 못하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황이 

다르다. 덴마크와 같은 유럽의 국가들은 전력망이 서

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전력이 필요할 경우 다른 이

웃국가에서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

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가 없다. 사실상 전력망이 연결된 곳이 없는 섬이라 볼 

수 있다.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상황이면서 자원도 

부족하여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다. 재생에너지의 생산비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신뢰성(Reliability)은 공급측면에서의 안정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에너지는 국가의 산업과 안보에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필요할 때 공급이 되지 않거나 외부

요인에 크게 의존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일정 비율

의 마진이 필요하다. 여전히 많은 국가의 기저발전은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보다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

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석탄 발전의 비중

을 줄이는 추세이나 동남 아시아의 경우 약 57GW에 

이르는 거대한 수의 석탄발전소들이 베트남, 인도네시

아, 필리핀 등에 건설될 예정이다. 신뢰성과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최근 화두가 되는 요

소로 환경과 큰 관련이 있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

함에 있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산 및 소비가 가

능한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전통적 에너지원인 화석연

료와 원자력이 최근 큰 도전을 받고 있는 이유가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미세

먼지의 원흉취급을 받는 중국의 석탄발전의 경우 생각

보다 그 비중이 빠르게 줄고 있다. 2018년에서 2050년

까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추가 발전량은 약 

5200G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보통 원자력 발전

소 1기의 발전량이 약 1GW이다), 그 중 가장 많은 약 

38%의 비중을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에서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이 높아진 것은 사

실이나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더 나은 공기와 환경을 

위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조합과 다른 나라와

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연간 발전량 기준으로 우

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 자

원은 석탄발전(약 42%)이다. 그리고 최근 비중이 증가

지표 통계 데이터 세계 순위
(141개국)

OECD 순위 
(35개국)

경제규모 1,851십억$ 14 10

인구규모 5.1 천만 명 28 9

에너지생산 50 Mtoe 38 10

에너지 순 수입량 260 Mtoe 5 3

전력 소비량 547 TWh 7 4

재생에너지 비중 발전량 기준 119 34

에너지 전환 지수 ETI Score : 58점 48 32

[Source]
OECD, KEEI 2019. 세계순위: 2016년 기준, OECD 순위: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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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값싸고 좋

은 물건을 만들어도 알아주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도 재생 에너지의 가격

을 떨어뜨리거나 기존 에너지의 사용 효율을 극대화하

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무언가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

기에는 기존에 가치를 가지는 것이 변화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은 없는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

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전환시대에 불리한 환경에 있는 우리가 할 

일은 우선 상황파악이다. 그동안 우리는 에너지를 과

소비하면서 변화를 회피해온 경향이 있다. 에너지를 

싼 가격으로 소비하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고 생산활동을 하지 않느냐 반문할 수 

있지만, 비록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하여 유기농을 선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듯 에너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대처하여야 한다. 이미 많

은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에너지의 지속가능성에 방점

을 두는 과감한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원기

(현)IHS Markit 영업담당 이사(Senior Sales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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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5th generation) 이동통신은 2018년 평창 올림

픽에서 최초로 시범 서비스된 이후, 2019년 현재 일반 

사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5G 기술의 정의와 

표준화 작업은 그보다 앞서 시작되어, 현재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규격화가 일단락되었다. 이후에는 보다 

강화된 기능 및 현재 차량 통신, 비면허 대역 통신 등 

추가적인 기능들에 대한 규격화가 진행되고 있다. 

5G 시스템은 기존 4G 기술인 LTE-A(Long Term 

Evolution-Advanced)를 넘어선 대용량 · 고속의 서비스

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5G 시스템의 요구사항으

로서 최대 20Gbps의 최고 전송 속도, 최대 500km/h 이

동 속도, 종단 간 1ms 이내의 지연 시간, 1km2 내 100

만 개의 연결 지원, 사용자 체감 전송 속도 100Mbps 

이상 등이 제시된다
1
. 이에 주파수 자원의 효율성 향

상을 통한 해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비교적 넓은 주파

수 대역의 확보가 가능한 밀리미터파(millimeter wave, 

mmWave) 대역을 전제하여 시스템이 설계되고 있다.

5G 시대에선 이전과는 다른 풍경이 현실화 된다. 

VR(virtual reality) 기기를 착용한 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눈앞에 가상의 공간이 펼쳐진다. 시선의 이

동에 따라 가상 공간 내에 놓여진 사물들과 관련된 정

보가 표시되고, 손을 허공에 휘두름에 따라 그 사물들

을 이동시키거나 다룰 수 있다. 또한, 그 가상 공간에

서 다른 사용자와 만나고, 대화를 하는 등 상호 작용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현실 세계와 연결되어 식당 예약

을 물론 쇼핑도 가능하다. 

5G 규격이 논의되던 초창기부터,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

하였다. 이미 기존의 4G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빠른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성능을 가

진 서비스가 필요하겠는냐는 것이다. 실제 5G의 보급

을 가속화할 수 있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은커녕, 5G 기

술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서비스조차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예로 든 VR 서비스 

역시 5G 이전 시절에서부터 그려지던 모습이며, 5G 

만의 특유한 상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그려지는 5G 시대의 미래는 매우 매력적이다. 5G 시

스템에 의한 대용량 · 고속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자

율 주행 시스템, IoT, 가상 · 증강현실, 스마트 팩토리 등

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모습

으로 그려지곤 한다. 즉, 5G는 기존의 기술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한 마법봉과 같이 취급되는 것 같다.

이러한 청사진의 대부분은 5G 기술 하나만으로 

달성될 수는 없다. 5G 기술은 무선 통신에 있어서 일

정한 요구조건(전송률, 지연시간, 이동성 등)을 만족하

5G 시대의 의미와 미래

신원호 (MIP 10기)

1 https://www.itu.int/rec/R-REC-M.2083-0-201509-I/en

우리의 확신, 미래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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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에 불과하기 때

문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충분한 진보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대부분은 기술

의 문제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기술의 문제가 아닌 발

상 또는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처럼 5G 기술은 이제껏 상상해 온 모든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만능의 도구는 아니다. 하지만, 

이동통신기술이라는 대중 친화적인 특성과 소통을 중

시하는 현 시대의 패러다임을 고려하면, 5G 기술의 개

발과 상용화 성공은 사회 · 기술적으로 다양한 파급 효

과를 가질 것이다. 더 빠르고, 더 큰 용량의 데이터 전

달이 가능한, 기존 4G 성능을 넘어선 새로운 5G 기술

의 등장과 성공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술의 한계를 다

시 한번 뛰어넘었다는 인류의 지적 수준에 대한 자부

심을 가지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꿈꿔왔던 

진일보한 삶의 형태 역시 언제인가는 이루어질 수 있

다는 희망을 형성할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5G 

규격에서 요구하는 저지연 · 대용량의 데이터 전달이 

가능해진다면, 이를 전제로 다양한 서비스를 설계하는 

개발자의 사고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5G 기술은 단순한 인프라의 제공을 넘어서, 다양한 기

술 분야들에 대한 선봉으로서 상징성을 가진다.

이러한 5G는 현재 NR(New Radio)이라는 별칭으

로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 표준

화되고 있다. 전세계의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5G 기술의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우 치열

하게 경쟁 중이다. 그 경쟁의 기저에는 표준 특허 확보

가 자리잡고 있다. 표준 특허는 해당 표준을 채택한 시

스템을 구현함에 있어서 회피가 불가능한 기술에 대한 

권리이다. 입증이 비교적 용이하고, 안정적인 특허 실

시료 이익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독일의 조사업체 ‘IPlytics’에 의해 발표

된 통계
2
에 따르면, 수개월 단위로 개최되는 5G 표준

화 회의에 가장 많은 참석자를 보낸 기업은 중국의 화

웨이(Huawei)이다. 화웨이는 5G 표준 특허를 가장 많

이 보유한 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중국의 다른 기업

인 ‘ZTE’는 5G 표준 특허 보유 개수 3위에 자리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에 이어 5G 표준 특허 순위에서 눈

에 띄는 것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이다. 같은 통

계에 의하면, LG전자 및 삼성전자가 5G 표준 특허 보

유 개수에서 나란히 4~5위를 차지했다.

기업별, 국가별 표준 특허의 보유 상황은 다양한 

의미를 보여준다. 표준 특허를 많이 보유한 기업은 그

만큼 해당 시장에서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될 것

이고, 실질적으로 제품의 확산에 유리하면서 가격 경

쟁력을 갖출 수 있다. 국가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국내 

기업이 전세계에 통용되는 표준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2019년 5월,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은 “5G 기술에 자

신 있고,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 되고 있다”며 “미국이 생산해 달라고 부탁해도 가

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기

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5G 표준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

간의 전쟁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많은 기술들이 5G

와 접목한 서비스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5G의 기술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이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분야에

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5G 표준 특허의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응원하는 바이다. 또한, 

표준 특허가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

criminatory) 원칙에 의해 제한된 권리 행사 범위를 가

지는 것을 고려하여, 표준화 문서 상에 정의되지 않았

2 https://www.iplytics.com/wp-content/uploads/2019/01/Who-Leads-the-5G-Patent-Race_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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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그 구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요소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특허 확보 역시 놓치지 말았

으면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5G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운반할 인프라이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미래 기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아직 표준화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본격

적인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기술적 · 정책적 측면에

서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성

공적인 5G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

신원호

(현)리앤권법률특허사무소 변리사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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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지식이 많다.

아직 탄생하지 않은 지식은 그보다 더 많다.

모두의 눈을 번쩍이게 할 발견 옆에는 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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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을 꿈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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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

정은 설립 후 첫 사건으로 1심 법원인 상해 지식재산

법원이 선고한 프랑스 VALEO사와 중국 LUKASI 및 

FUKE 사 사이의 ‘자동차 와이퍼의 커넥터 및 관련 연

결 장치’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

하였다. 이날 지식재산법정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심리 과정을 공개하고 심리가 끝난 후 법정에서 바로 

항소를 거절하고 상해 지식재산법원의 1심 판결을 유

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 사건은 1심 상해 지식재산법원이 중국 민

사소송법 제153조가 규정하는 ‘부분판결’ 제도를 활용

하여 1심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판단은 보류

한 채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 법원인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에

서 최종심 판결을 함으로써 특허침해 판단을 확정한 

후 계속하여 1심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심리

를 진행하도록 한 사건이다. 

아울러 이 사건은 청구범위 해석을 포함하는 특허

침해 판단이 먼저 최종심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판결’ 제도를 활용한 점에서 국내외

IP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사건에 앞서 북경 지식재산법원은 특허침해 소

송에서 처음으로 부분판결 제도를 활용했다
2
. 이 사

건에서 2심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1심 법원이 내린 

부분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 Baidu사에 즉시 침해행

위를 중지할 것을 선고하고 판결에 다음과 같이 기재

했다.

“이미 사실을 확인한 부분의 경우 즉, 관련 입력 

방법이 해당 특허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지, Baidu사

가 침해를 중지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먼저 부분판결

을 하고, 손해배상액 문제의 경우 침해행위의 성립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별도로 처리한다.”

즉, 법원은 침해 사실이 이미 명확한 부분에 대해

서는 부분판결을 내려 피고에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

을 명하고, 산정 기준, 판매액의 확정, 관련 입증 등 시

간적 소모가 비교적 큰 손해배상액의 문제는 향후 계

중국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부분판결 제도의 시사점

방은희 (MIP 5기)

1 출처: 중국법원망 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9/03/id/3804099.shtml
2 1심 북경 지식재산법원 사건 번호:（2015）京知民初字第1943号; 2심 북경시 고급인민법원 사건 번호:（2018）京民终498号. 이 사건은 필자의 소속 

사무소인 리팡변호사사무소에서 대리한 사건으로 ‘2018년 중국 법원의 50건의 전형적인 지식재산 사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사건 심리 현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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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여 심리하도록 처리함으로써 피고의 침해행위를 

적시에 제지하여 침해로 인한 특허권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특허침해 소송과 같은 경

우 일반적으로 2~3년의 심리 기간이 소요된다. 기간이 

길어 질수록 특허권자의 권익은 제때 보호받을 수 없

게 되며 결국 시간과 노력, 비용만 들이게 되는 소송이 

되고 만다. 따라서, 특허소송의 심리 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방안은 꾸준히 모색되어 왔다. 

2019년 8월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이 공표한 

지식재산의 사법 보호에 대한 지도 의견에서도 ‘부분

판결’의 도입을 제안하고 사실이 복잡하고 심리 주기

가 비교적 긴 사건의 경우 특허 소유권의 귀속, 특허

침해 판단 등 선결적 분쟁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

게 쌍방 쟁점의 주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적시에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부분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했다.

부분판결 제도를 실제 활용한 북경 지식재산법원

과 상해 지식재산법원의 사건, 그리고 강소성 고급인

민법원의 지도 의견을 비롯, 현재 중국 지식재산 분쟁 

사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심리 기간의 지연, 이에 따

른 소송에 할애하는 시간과 비용 대비 특허권자의 권

리가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특허침해 소송에서 부분판결의 활용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분판결의 적용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관련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부분판결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위의 VALEO 사건에서 상해 지식재산법

원은 침해 사실에 대한 확정을 전제로 해 침해 중지와 

관련한 부분판결을 내렸다. 즉, 원고는 관련 특허의 특

허권자이며, 특허가 보호 기간 내에 여전히 유효하며, 

피고가 제조 · 판매 및 청약 판매 한 제품이 원고 특허의 

전부 기술 특징을 포함함을 입증해야 한다.

또 부분판결에 대한 청구는 독립성을 가져야 한

다.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침해 중지는 침해의 성립 

및 침해행위가 여전히 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손해배상액 판단에 의존하지 않는다. VALEO 사건에

서 당사자의 주요 소송 청구는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

으로 상해 지식재산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침해 

중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판결을 하고, 손해배상액 

부분은 침해 중지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1심 법원

에서 계속하여 심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부분판결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결정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편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어

려울 수 있다. 그러나 침해 중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간적 제약을 받으며 부분판결을 하지 않을 경우 특

허권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경우 

부분판결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법원은 엄격한 심사와 종합적인 검토 후에

만 부분판결을 적용하며, 현재 특허침해 소송에서 상

기 두 사례 외에 부분판결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경과 상해 지식재산법원이 부분판

결 제도를 활용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광저우 지

식재산법원 그리고 각 지방 중급 인민법원에서도 이러

한 사례를 기반으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부분판결 제도

를 활발히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은희

(현)중국 변호사/변리사

(현)Lifang & Partners

JINGWEI Patent & Trademark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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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날 의약품과 동일한 화학구조식을 주성분

으로 사용하는 제네릭 의약품(이하 제네릭)과 달리, 

약효를 발휘하는 유효성분은 그대로 두고 일부성분인 

‘염’을 변경하는 염변경 개량신약은 신약개발이 여의

치 않은 후발의약품 업체 즉,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의 

중요한 연구개발의 화두였으며, 인풋(input) 대비 우수

한 아웃풋(output)을 내는 매력적인 연구개발 영역에 

해당된다. 

특히, 염변경 개량신약은 신약개발과 같이 막대한 

연구비 등을 지출하지 않으면서도 제네릭 제품과 차별

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오리지날사 보유특허의 비침

해 소송 등을 통해 발매일정을 앞당겨 제네릭과의 경

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전략적으로 우수한 제품임은 

분명하다.

최근 이러한 염변경 개량신약에 대해 다수의 후발

의약품 업체들이 오리지날 의약품의 염특허 뿐만 아니

라 원천특허인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기간에 대해

서까지 특허회피 도전을 선언하였다. 관련 소송 중 가

장 선두에서 진행되었던 솔리페나신 사건에 대해서 대

법원은 2019년 4월 염변경 개량신약은 특허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연장특허권의 효력범위 판단기준 

및 그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

결
1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텔라스사가 개발한 과민성 방광치료제 ‘베시케어

정’(성분명 ‘솔리페나신 숙신산염’)과 염변경 의약품인 

코아팜바이오사의 ‘에이케어정’(성분명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연장된 특허 권

리범위는 숙신산염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했

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솔리페나신 및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전체에 특허 권리범위가 미

치는 것으로 판단해 결국 특허권 회피를 인정하지 않

았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규정한 

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95조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그 허

가 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

우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

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 개량신약의 미래는?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 특허소송 결과를 접하며 든 생각)

이광섭 (MIP 5기)

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과민성 방광치료제 베시케어정(왼쪽)과 제네릭인 에이케어(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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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으로 보인다.

그동안 염변경 개량신약은 제네릭과 물리화학적 

차별성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개발전략상 제네릭에 비

해 발매일정을 앞당겨 시장선점을 할 수 있는 것이 가

장 큰 장점으로 작용하여 각광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번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로 이러한 장점은 거의 무

의미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개량신약의 연구방

향은 염변경의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고차원적이고 제

네릭에 비해 확실한 장점이 있는 개발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프로드럭(Pro-drug)의 경우 유효성분의 화

학구조는 그대로 차용하고 있지만 새로운 구조식을 결

합하여 염변경과 같은 단순 이온결합이 아닌 공유결합

을 통한 화학구조식 자체를 변경함으로써 치료효과를 

제외한 약물의 모든 물리화학적 성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수 있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다. 이를 적절히 활용

한다면 프로드럭은 제네릭에 비하여 혁신적이고 거의 

신약에 준하는 약물을 탄생시킬 수 있는 연구분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베믈리디정(Vemlidy tab)이라는 제품은 기

존 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Tenofovir disoproxil)을 주성

분으로 하는 B형 간염치료제 비리어드정(Viread tab)

에서 테노포비어(Tenofovir)라는 유효성분은 유지한 

체 디소프록실(disoproxil) 화학구조를 알라페나마이드

(alafenamide)라는 화학구조식으로 도입하여 탄생된 프

로드럭이다. 이러한 구조변경을 통해 베믈리디정은 기

존 비리어드정에 비해 투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부작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약물이 

탄생했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

이외, 최근 새로운 연구분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결정(co-crystal) 분야, 투여방법 개선에 따른 복약순

응도 향상, 신규 복합제 등이 제네릭과는 확실한 차별

정을 해석함에 있어, ‘대상 물건’은 특정 염에만 해당된

다는 후발의약품 업체의 주장과 달리 대법원은 ‘특허

발명의 실시’에 주목하였다. 이를 기초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허가 등의 대상 품목’의 

실시로 제한되지 아니하며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

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

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통상의 기

술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염변경이고,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

으로 동일하다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침해제품에 영향을 미친다 것이 핵심 논리이다. 이 때

문에 염형성의 난이도, 제제학적 효과 등에서 일부 다

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약학적으로 사용된 예

를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염이 아닌 이상 염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회피 대상인 물질발명의 본질을 고려

할 때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제제학적 효과를 과연 

치료효과로 인정해 줄지도 녹록하지 않아 보인다.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특허권자는 국

내 염변경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염변경 개량신약을 통해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등록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조기 시장 진입을 시도했던 

국내 제약사들의 비즈니스 계획이 크게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대법원 판결의 법률적 쟁점 또는 해석은 차치

해 두고, 우선 현 상황에 직면한 국내 제약업계는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되는 것인가를 중

요한 이슈로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향후 개량신약

의 연구방향성은 염변경이라는 획일화된 틀에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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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위험감수는 제약업계가 살아남기 위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이제는 받아들여 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다.

국내 제약산업 미래는 제네릭 중심에서 진정한 의

미의 개량신약, 종국에는 신약 중심의 선진 구조로 바

뀌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 제약사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겠지

만 혁신을 통한 스스로의 발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성이 있으면서 신약에 비하여 경쟁력이 충분한 연구개

발에 해당된다.

다만, 이러한 연구개발은 그간 국내 제약사가 몰

라서 못했다기 보다는 엄청난 비용과 수많은 연구인력

의 투입이 필요하며 성공여부의 리스크도 존재할 수

밖에 없어 소극적으로 진행돼 왔다. 솔리페나신 대법

원 판결이 단순히 국내 제약사를 옥죄기 위해서가 아

닌 제약산업의 기술 발전을 추구하고 개량신약의 품질

의 향상을 요구하는 판결이었음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이광섭

(현)종근당 IP팀

KIST 의약화학연구센터 연구원 

종근당바이오 합성연구실 책임연구원 

종근당 기획팀, 제품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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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분야에서 무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

자되고 있는 아주 유명하고 상징적인 판결이 있다. 바

로 미국 헨리 프렌들리 판사의 아베크롬비 판결이다.
1

상표는 상품 · 서비스업의 출처표시(Source of ori-

gin)로써 식별력(Distinctiveness)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데, 위 판결은 상표를 보통명칭표장, 기술적표장, 암시

적표장, 임의선택표장, 조어표장 등 5단계로 구분하여 

상표에 관한 식별력 범주의 체계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를 아베크롬비 

분류(Abercrombie Classification)라고 한다.

흔히 비유되는 예시로 살펴보면, 보통명칭표장

(Generic Mark/Term)은 사탕을 ‘CANDY’라고 하여 판

매하는 것과 같이 상품의 명칭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

을 의미한다. 기술적표장(Descriptive Mark)은 사탕

을 ‘SWEET’라고 하여 판매하는 것과 같이 상품의 특

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암시

적표장(Suggestive Mark)은 사탕을 ‘SWEETARTS’라

고 하여 판매하는 것과 같이 상품의 특성을 간접적으

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의선택표장(Arbitrary 

Mark)은 사탕을 ‘PRINCE’라고 하여 판매하는 것과 

같이 사탕과 관련은 없지만 다른 용어를 차용하여 설

명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조어표장(Fanciful 

Mark)은 사탕을 ‘HONIVAL’이라고 판매하는 것과 같

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용어를 만들어 설명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이 중 보통명칭표장은 항상 식별력이 없고, 기술

적표장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2차적 의미

(Secondary Meaning)를 가지지 않는 한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이 불가한 반면, 암시적표장, 임의선택표장, 

조어표장은 식별력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

표등록이 가능하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업

의 특성이 반영된 명칭을 상품, 간판 등에 사용하여, 

소비자가 그 상품 · 서비스를 더 쉽게 인식하고 그 명칭

을 오래도록 기억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브

랜드 네이밍을 하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십중팔구 

기술적표장과 암시적표장의 경계선에 서서 고민을 하

게 된다.

기술적표장과 암시적표장 모두 상품의 특성을 설

명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전자는 원칙적으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는 반면(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후자는 상표로 등록받아 그 명칭을 전국적으로 독점

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

2595 판결 등).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필자가 수행했던 특허법원 

사건들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바로 ‘ ’ 상

‘anybody INNERWEAR’의 의미

설기석 (MIP 6기)

1 Abercrombie & Fitch Co. v. Hunting World 537 F.2d 4(2nd Cir. 1976).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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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건이다.

‘anybody INNERWEAR’는 2015년 당시 국내 총 

38개 매장에서, 연간 약 350만 벌을 판매하며 약 2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던 속옷(내의) 브랜드의 명칭이

다. 추측하건대, 당시 위 브랜드 기획자도 브랜드의 특

성이 반영된 명칭을 고민하였을 것이고, 그 결과 ‘누구

든지 입을 수 있는 속옷’의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강

조할 목적으로 ‘anybody INNERWEAR’ 명칭을 고안하

였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상표법은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상표(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

할 수 없는 상표(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등은 등

록을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anybody IN-

NERWEAR’ 상표가 ‘누구든지 입을 수 있는 속옷’으로 

인식된다면, 이는 상품의 기능 내지 성질을 의미하는 

표장, 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할 수 없는 표장, 공익상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표장 등에 해당하게 되고 결

국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표로 등록이 불가하다.

실제로 ‘anybody INNERWEAR’ 상표 출원에 대하

여, 특허청은 2014년 4월 “‘anybody INNERWEAR’는 

특정인의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할 공익적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취

지로 등록거절 결정을 했다. 특허심판원도 2015년 2월 

“‘anybody’는 ‘누구든지, 아무라도, 누군가’라는 관념으

로 수요자 또는 거래업계에서 지정상품의 용도(대상)

를 불특정하여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고, 전체적

으로도 ‘누구든지 입을 수 있는 속옷' 등의 의미로 직감

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자타 상품을 구별

하는 특별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등록

거절심결을 하였다.

여기서 잠깐 묻겠다. 여러분들도 ‘anybody INNER-

WEAR’가 ‘누구든지 입을 수 있는 속옷'의 의미로 인

식되는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anybody’는 ‘누구든지'라는 

의미이고, ‘INNERWEAR’는 ‘속옷’이라는 의미이므로, 

위 두 단어를 단순히 합성한 ‘anybody INNERWEAR’

는 ‘누구든지 속옷’이라는 의미일 뿐 ‘누구든지 입을 

수 있는 속옷’의 의미는 아니다. 간혹 ‘anybody INNER-

WEAR’를 ‘누구든지 입을 수 있는 속옷’의 의미로 떠

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그 의미를 직감하는 것

이 아니라 기존의 경험과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일련의 

연상 작용을 거쳐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청이 ‘애니원론’(대출업), ‘누구나

집’(건축건설업), ‘WHOEVER Coffee & Herb’(카페업) 

등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여 등록을 허여한 사실과, 

중국상표국(CTMO, Chinese Trademark Office)과 미국

특허청(USPTO, United States of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 ‘anybody’(속옷 · 잠옷)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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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술적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로 등록이 불가할 것

이고, 그 지정상품 · 서비스의 특성을 상상, 사고 또는 

통찰의 과정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는 

암시적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로 등록이 가능할 것이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anybody IN-

NERWEAR’가 ‘누구든지 입을 수 있는 속옷’의 의미로 

‘직접적으로’ 인식되시나요?”

하여 등록을 허여한 사실은 위와 같은 논거를 뒷받침

한다.

결국 특허법원도 2015년 12월 기존 특허청과 특

허심판원의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출원상표인 ‘any-

body INNERWEAR’가 수요자들에게 ‘누구든지 입을 

수 있는 속옷’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의미가 이 사건 각 지정상품인 의

류 등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등

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된다고 보기

도 어렵다. 수요자들이 ‘anybody INNERWEAR’를 보

고 위와 같은 의미로 인식할 수 있으려면, 상상, 사고 

또는 통찰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nybody’와 ‘INNERWEAR’가 결합된 이 사건 출원상

표는 이 사건 각 지정상품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2

결국 기술적표장과 암시적표장의 경계선에서, 상

표등록의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소비자가 상표

를 통해 그 지정상품 · 서비스의 품질, 효능, 용도 등 특

성을 직감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소비자의 입장에서 특정 상표를 보고, 그 지

정상품 · 서비스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설기석

이랜드그룹 ㈜이랜드월드 법무실 변호사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엔지니어링㈜ 법무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행정사무관

2 특허법원 2015. 12. 10. 선고 2015허2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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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요즘 부모님 세대 뿐 아니라 젊은 사람

들에게도 환영 받는 아이템이다. 부모님을 위한 효도 

선물, 산모를 위한 출산 선물, 결혼시의 예단 · 예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물로 각광받고 있다. 안마의자의 

시원함과 안락함은 안마의자에서 안마를 받아 본 사람

만 안다.

필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바디프랜드는 안마의

자 분야 세계 점유율 1위의 기업으로서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의 안마의자 시장을 개척하였으

며, 창업 11년 만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52배, 

4125배 증가했다. 2007년 창업 이후 바디프랜드는 안

마의자 판매 세계 1위 등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

과를 이루어 내었다.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 중 하나를 뽑자면 ‘이나다 훼미리’와의 특허 소송을 

들 수 있다.

이나다 훼미리는 일본의 안마의자 전문 기업으로, 

안마의자에 대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

가 되었던 특허는 어깨 위치를 센싱하는 기술과 관련

된 것이다. 안마의자에 앉으면 시작시 어깨위치를 측

정하는데 이는 안마 모듈에 구비된 적외선 센서를 이

용한다. 어깨 위치에서 안마 모듈의 프레임(지지암)

이 요동하게 되면 이로 인해 수광소자가 빛을 수광하

지 못하게 되고, 이 신호를 반영하여 어깨 위치를 측정

한다. 이 메커니즘과 관련된 특허(특허 제524220호)를 

이나다 훼미리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2015년 바디프랜드와 이나다 훼미리 사이에서 특

허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허심판원에 의해 해당 

특허가 무효되었고, 이나다 훼미리는 특허 무효에 대

해서 불복하였다. 이후에도 심판원의 특허 무효 심결

이 주요 근거가 되어, 이나다 훼미리는 특허 침해 소송

에서 패소하였다. 그런데 이나다 훼미리는 특허 무효

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허 침해 소송 패소에 대해 또다

시 불복하였다. 결국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

각되어, 이나다 훼미리의 특허는 무효가 되었다. 특허

가 무효됨에 따라, 소송의 실익이 없다 판단한 이나다 

훼미리는 항소를 취하하였다. 결론적으로 바디프랜드

는 이나다 훼미리의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

하였다.

이와 같은 특허 분쟁은 어느 기업이나 겪을 수 있

다. 특히, 중소 · 중견 기업의 경우 특허 분쟁을 겪을 가

능성이 높다. 2015년 한국 지식재산연구원에서 조사

한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식 재산권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의 기업 유형은 일반 중소기업

이 5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견기업이 

안마의자와 특허분쟁

이창민 (MIP 7기)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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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 524220호, 도 1 특허 제 524220호, 도 8

소송 경과

특허 출원 4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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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양산을 위한 수정 설계가 뒤따른다. 양산 설계

가 진행되면서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구현 방법은 미

세하게 변경될 수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하여, 특허 출

원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출원을 

진행한다.

제품을 출시하면 항상 아쉬움이 뒤따른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 도출되었던 아이디어들이 모두제품에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에 도출되었던 

아이디어가 제품이 만들어 지면서 더 발전되기도 하

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

다. 이러한 발전된 아이디어 및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

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기술적 포인트에 대하여 다양한 특허를 출원, 강

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특허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앞서 밝힌 특허 출원 4Step은 이

러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부서와 

특허 부서 사이의 관심과 소통이다. 기술 부서의 구성

원들은 특허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 단계에서 도

출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특허 부서의 구성원들과 

소통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 부서의 구성원들은 

자사의 기술 개발 과정을 모니터링 하며, 기술 부서의 

구성원들이 놓치는 기술적 포인트들을 특허화 하여야 

할 것이다.

21.8%로 그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특허 분쟁의 사전 예방 활동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강력한 특허를 보유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기술 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한국

지식재산연구원에서 조사한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조

사에 의하더라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활

동으로서 해외출원 확대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당사와 같은 제조 · 판매 기업의 경우, ‘특허 출원 

4Step’을 통해 강력한 특허 포트 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안마 의자 하나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

을 기획한다. 이 단계에서 다양한 전문가(기구 전문가, 

하드웨어 전문가, 소프트웨어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영업/판매 전문가, 특허 전문가 등)들

이 협업하여 제품에 새롭게 적용 가능한 다양한 아이

디어들을 도출한다. 이 아이디어들은 기술적으로 구현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다만, 특허는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특허가능성을 판단한 뒤, 아이디어 만으

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기술 구현 이전에, 아이디

어만으로 특허가 등록된다면, 이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제품 개발이 진행되면 아이디어들이 구현화 되기 

시작한다. 어떤 아이디어는 구현화에 실패할 것이나, 

어떤 아이디어는 구체적인 구성들(예를 들어, 기구적

인 메커니즘 등)로 구현화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구현화된 기구적 구동방식에 집중하여 특허 출원을 진

행한다. 제품의 기본 설계가 완료 되더라도, 이것에 따

라 제품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다. 제조업의 경우 제

품의 양산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품을 조립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는 설

계는 아닌지, 내구성이 있는 설계인지 등 기본 설계 이

이창민

(현)바디프랜드 IP전략실 팀장 

(전)파이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전)리앤목 특허법인 특허 1부 

제50회 변리사 1차 시험 검토 위원(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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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한 달 동안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하

여 온 나라가 내전에 가까운 홍역을 치렀다. 당시 후보

자에게 쏟아진 많은 의혹들 중 딸의 대학 입학 시에 사

용되었다는 의학논문에 딸이 제1저자로 등재, 제출되

어 많은 젊은이들의 공분을 샀다. 외고생이 전문적인 

의학논문의 제1저자라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당혹

하였다. 의혹들의 사실여부나 당시의 후보자에 대한 

비판 등은 모두 접어두고 필자가 MIP 졸업 프로젝트

의 주제(의정부지방법원 ‘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사

건의 쟁점 연구)와 관련하여 생각하였던 문제들을 이

번 사건처럼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은 자가 저자로 

등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법 관련 문제들을 짧

게나마 되돌아보고자 한다.

우선 저작물인 논문 표지의 저자 표시는 저작권 

중 성명표시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작권

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

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저작인

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저작인격권은 그 성질상 포기할 수 없는 권리

이므로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을 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이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

해 규정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견해에 따라 논문 작

성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저자로 등재시켜 

발표한 경우 즉, 자신이 작성한 논문에 다른 사람의 이

름을 끼워 넣어 공표하면 성명표시권 침해가 될 수 있

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보호법익으로 인

정하는 견해에 의할 경우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해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저작자가 허위 저자에 대하여 성명표시권 

행사를 유보하거나 성명표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인 견해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자신의 논문에 다른 사

람의 이름을 등재시켜 준 경우 등재에 동의하거나 승

낙을 한 원래 저자는 자신의 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

표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

해서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

벌할 수 있다. 이 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제140조) 성

명표시권이 침해 당한 원래 저자의 고소가 없는 이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실제 저자들이 허위표시에 동의나 승낙을 하였기 때문

에 위 죄로 고소할 수는 없을 듯하다.  

논문에 다른 사람을 저자로 추가한다는 점에서 좁

은 의미의 대작과는 다를 수 있으나, 시간적 순서의 차

이만 있을 뿐 원래 저자가 허위 저자를 위하여 논문을 

저술하고 허위 저자를 공동 저자로 표시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작으로 볼 여지도 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저작권법 제2

조 제2호). 당해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만이 저작권

논문 허위 저자 기재와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문제

김기현 (MIP 8기)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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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실제로 창작하지 않은 사람

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대작계약에 따라 실제

로 창작을 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고, 실제 

논문 저자와 계약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위 

저자로 표시된 자를 논문의 저자로 인정할 수 없다. 대

작의 경우처럼 실제 저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저자 아

닌 자를 저작명의인으로 표시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신용을 해하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허위표시 ·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논문 저술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원래 저자

의 동의 아래 논문 앞에 공동저자로 표시된 자는 2인 

이상이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공동저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학설이나 판례에 의하더라도 저작자로 인정할 수 

없다. 허위 표시된 저자들은 논문을 작성한다는 공동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논문 작성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저자와 허위의 공동 저자로 표

시되는 것에 관해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허위 저자에게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논

문에 허위로 저자로 표시된 자는 해당 논문의 저자로 

인정될 수 없다.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2015년 12월 전국적인 규

모의 소위 책 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사건을 기소하

였고(전국의 대학교수 179명을 기소) 의정부지방법원

에서 약 2년에 걸쳐 1심과 2심 재판이 이루어졌다. 1심 

판결에서 원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허위표시· 공표

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하였고 대법원 상

고까지 이어졌다.

판례는 종래 저작물 작성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실제 저작자와 공동 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

고 하더라도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

시하였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허위표시 · 공표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법익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저작

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처벌조항의 성격이나 비친

고죄로 규정한 입법의사, 원저작자의 동의 없음을 구

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법 규정 등을 고려하여 원

저작자 본인의 동의 여부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최초로 판시하여(대법원 2017. 10. 26. 선

고 2016도16031 판결 등) 관련된 사건의 교수들을 모

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논문 저술에 기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실제 저자의 동의나 승낙 아래 논문의 

저자로 표시하여 사용한 경우 위 법 조항에 따른 처벌

이 가능하다.

논문 저자 허위표시를 대학이나 학계 자율적인 정

화 노력에 맡겨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있으나 이미 그 폐해의 심각성과 불이익을 받는 다수

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면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

은 자는 실제 저자의 동의나 승낙 아래 공동 저자로 표

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논문의 저자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논문을 공표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표시 · 공표죄의 책임을 물어

야 할 것이다.

김기현

(현)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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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으로 대변되던 정보화시대

를 넘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4차 산

업혁명’을 경험하고 있는 현대에서 영업비밀의 중요성

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특허, 상표 및 저작권이 주

도했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과거에 부수적인 권리로 

인식되던 영업비밀이 이제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서 영업비밀 보호규정이 도입됐다. 100년 이상의 영업

비밀보호법제를 확립한 미국에 비하면 아직 경험이 일

천하지만 관련 사건들과 판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다. 

형사실무에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처리함에 있

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보 등이 ‘영업비밀’로 인정

받기 위해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3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영

업비밀에 대해서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충족여부

는 비교적 용이한 편이나 비밀관리성은 그 충족 여부

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비밀관리성이 인정되

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정보 등을 비밀

로 유지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노력(reasonable efforts) 

내지 합리적 조치(reasonable measure)를 기울여야 

한다.

합리적 노력은 추상적 개념으로 구체적인 사실관

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포섭 내지 해석작업이 불가피

하다. 그러한 해석작업은 입법이 구체화하지 않았다면 

결국 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

나 거래당사자 내지 일반 경제주체들 사이에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관념은 다를 수 있고, 과연 합리적인 노력

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해주어야 경제주체들이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기존

에 법원의 판례는 합리적 노력 인정에 비교적 엄격하

여 비밀관리성 인정이 쉽지 않아 결국 영업비밀의 보

호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

기되어 왔다. 기존에 법원의 판례, 실무계, 산업계, 학

계 모두 기업 내지 사업자의 비밀관리조치에 치우쳐 

어떠한 물리적 조치, 인적 조치, 조직적 조치를 하여 

영업비밀을 실효적으로 관리하였는지에 대하여 집중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16노1670호)에서 합

리적 노력에 대하여 판단 요소를 넓히고 일단의 구체

적 기준을 제시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

이 보이기 시작하였지만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2019년 7월 9일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법

률 제16204호)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

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며 개정 전 

정의 규정에서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

다.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비밀

로 관리된’이라고 개정하였다. 개정 전 ‘합리적 노력’도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정요건으로서

‘합리적 노력’ 조건의 필요성

김진호 (MIP 8기)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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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노력’으로 규정하였던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이 

높아 영업비밀의 인정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인식하

고 변경했다. 합리적 노력 기준에서도 법원의 판결이 

비밀관리성 인정에 있어서 그다지 변화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자 합리적 노력 문구를 아예 삭제하였다. 법

원이 비밀관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요

소들을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재량 범

위를 넓혀주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합리성 노력 문구를 삭제한 개정법에 대

해서는 학계, 실무계에서 다시 한번 그 타당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근대적인 영업비밀보호법제를 실시했

던 미국의 경우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

재에도 잘 확립되어 있다고 평가 받는다. 미국의 경우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 상황하에서 

합리적 노력(reasonable efforts under the circumstances) 

내지 합리적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핵심적인 판단기

준으로 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 노력’으로 변경하면서 비밀관리성 판단기준의 

정도를 완화하였다. 그럼에도 법원의 비밀관리성 인정

이 여전히 엄격하자 합리적 노력 문구를 삭제하는 법

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근대적인 영업비밀보호법제를 

확립한 미국의 경우와 다자협정인 트립스(TRIPs) 규

정에서도 합리적 기준은 여전이 유지되고 있어 과연 

‘합리적 노력’ 문구로 인해 비밀관리성 인정이 제약되

었던 것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합리성의 원칙은 공익과 사익 간, 사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적용되는 기준

이다. 정보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영업비

밀 보호자의 사익과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 사회구성원

들에게 유익하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성 기준과 그에 대한 판단은 여

전히 개입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합리적 노력 기준 자

체가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노력의 해석함에 있어서 

미국에서와 같이 ‘상황적 요소’(situational factor)를 필

수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개별 기업 내지 사업자의 

비밀관리조치에만 치중함으로써 비밀관리성 인정을 

어렵게 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 내지 산업구조, 경쟁기업과의 경

쟁성의 정도, 기업의 규모 등 다양한 상황적 요소가 고

려되어야 한다.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비밀보

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에만 치중하면 부당하게 영업비

밀의 인정 범위를 축소시키고, 재정적 기반이 약한 중

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줌으로써 경제적 효과가 적

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그래서 비밀관리성 인정 여

부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 노력 기준은 반드시 해당 

기업 내지 사업가가 처한 상황적 요소를 기초하여 해

당 기업 내지 사업자의 비밀관리조치가 합리적인 것인

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가 이루

어진다는 면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법

의 이념에 부합하게 영업비밀의 요건들이 구성되어야 

한다. 합리적 노력 기준은 다의적이고 불명확한 개념

일 수 있지만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 보다는 어떤 기준

이라도 있는 것이 더 낫다(some standard is better than 

no standard)는 측면에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

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합리성 조치 기준을 삭제한 개정

법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조치에

서 상황적 요소는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해

주는 핵심적인 개념이고, 상황적 요소를 기초로 합리

적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러한 

고민의 역사가 한 세대를 넘어 한 세기가 된다면 축적

된 판례로 그 예측가능성이 증가할 수 이다. 추가하여 

일본 경제산업성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영업비밀 관리지침’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지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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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마련하여 기업, 학계 및 법조계에서 합리적 조

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글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저자가 속한 기관 

내지 학교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김진호

(현)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1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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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 저작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

권으로 분류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소 다른 점도 있다. 

특허권, 저작권은 하나의 재산권으로 인정되어 보호하

는 것이지만 영업비밀은 그 침해행위를 미국에서 오랜 

기간 불법행위로서 제재를 가해왔던 것이 판례법이 되

었고, 더 나아가 통일된 법령으로 규정되면서 점차 재

산권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처럼 영업비밀은 다

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인정되어 온 그 과정 자체가 다

르다.

위의 연혁에서 알 수 있듯이 영업비밀의 본래 성

질은 불법행위에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규

율 법령에 대해서도 이는 불법행위의 특별법으로 이해

되고 있다. 영업비밀은 PPT 파일 같은 회사 내 발표 자

료에서부터 기업 장부, 고객리스트, 도면, 연구자료 등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 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

이 있다. 이것 역시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

위의 특징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떤 경우라도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면 보호받

을 수 있을까? 또 공익에 따라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

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까? 최근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자동차의 32가지 부품의 결함을 보고한 보고서를 회사 

내부 직원이 미국의 교통안전국에 제보를 하여 공개되

었는데, 해당 직원이 회사 측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침

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다. 

실패한 연구 자료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

으며, 현대자동차의 부품 결함 보고서 역시 기업의 입

장에서는 유출되면 안 되는 중요한 영업비밀이다. 하

지만 해당 직원의 행동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정되

고 달리 사익을 추구하는 사정이 보이지 않아 결국 관

할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영업

비밀로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배임으로만 인정된 사

례도 있다. 한 기업에 수만 명의 고객 리스트가 있었는

데, 해당 리스트에는 고객 명단과 연락처, 거래 단가, 

직전 이용 날짜 등 차회 서비스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

록 하는 영업 자료와 함께 우측 비고란에는 각종 탈법

행위, 거래처와의 불법적인 금전 수수 관계 등이 기재

되어 있었다.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이를 유

출하여 경쟁사로 취업을 한 후, 경찰에 위 고객리스트

를 근거자료로 비리 사실을 제보하여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 결국 해당 기업은 위 직원을 상대

로 자신의 영업자료가 유출되었다며 상당한 금액의 손

해를 구하였지만 법원에서 매주 적은 손해 배상금액만 

인정됐다. 그저 상징적인 금액의 수준이었다.

위와 같이 공익적 관점이 영업비밀의 보호에 영향

을 줄 수 있는지는 영업비밀의 성질이 민사상 불법행

위에 있다는 점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즉, 부정경쟁

방지법의 영업비밀 관련 규정은 불법행위의 특별법에 

해당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결국 민사상 불법행위

로 볼 수 있다. 우리 민법의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고

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중에는 ‘위법성’

공익적 관점이 영업비밀 보호에 미치는 영향

유동주 (MIP 8기)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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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이 있다. ‘위법성’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법질

서 전체로 볼 때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의미이다. 결

국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

로, 불법행위 성립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위법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침해 행위의 태양

과 침해된 이익을 상관적으로 고찰’한다는 ‘상관관계

론’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상관관계론은 침해이익의 

종류, 침해된 정도 등 침해된 이익과 가해행위의 여러 

가지 태양(행위자의 의사, 가해행위의 정도 등)을 상

관관계 하에 고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관관계

론에 따를 때, 침해된 이익이 경미한 것이면 가해행위

가 중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되지 않을 수 있

는 반면, 침해된 이익이 중하다면 가해행위가 경미하

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도 그와 같은 견지에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 사례에서 등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에는 영업비밀을 보유하는 ‘보유자’, 해당 ‘영업비

밀’, 이를 유출하는 ‘침해자 또는 침해행위’가 있다. 또

한 이를 취득하여 악용하는 경쟁사 등 ‘상대방’도 포함

된다. 이보다 다소 복잡한 요소가 등장하는 사례라도 

결국 이와 같은 형태로 치환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 

영업비밀 ‘보유자’ 요소 및 ‘영업비밀’ 요소는 상관관계

론에서의 ‘침해된 이익’과, ‘침해자/침해행위’ 요소 및 

‘영업비밀을 취득한 상대방’ 요소는 ‘가해행위의 태양’ 

과 관련이 높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와 같은 필수적인 등장 요소인 ‘영업비밀의 보

유자’ – ‘영업비밀’ 을 침해된 이익으로 분류하고, ‘침해

자/침해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상대방’ 을 가해행

위의 태양으로 분류한 다음 각각의 요소 상호간을 고

찰하면 효과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과정에서 공익적 관점은 침해된 이익을 상쇄

하거나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해행위

의 태양에서도 공익을 위하고자 하는 의사는 가해행위

의 의사를 상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앞서 현대자동차 사례에서 해당 자료는 기술의 실

패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고 이 또한 영업비밀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 또한 크다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

이 제보의 과정에서 다른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

황이 없었으며 보고서 자료를 공개해 얻는 사회적 이

익 또한 크므로 결과적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는 볼 

수 없다. 고객 리스트 유출 사례에서는 해당 정보가 영

업적으로도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정보 자체에 비

리 정보가 혼재되어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으며, 오히

려 공개되어야 하는 공익상의 요청도 있다. 하지만 침

해 행위자가 유출한 뒤 경쟁사에 취업을 한 점 등 가해

행위에 대한 기타 경위를 고려할 때 침해행위로 보아

야 하나 대신 매우 적은 금액의 상징적인 손해배상 액

수만을 정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 사례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호에 제

한이 있었던 사례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국가 핵심 

기술 분야이거나 국방상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 중국 

등 해외 경쟁업체에서 영업비밀이나 기술 인력을 유출

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전직 금지 기간, 또는 영업

비밀금지 청구에 있어서 침해 금지 기간을 통상의 기

간보다 길게 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공익

적 관점이 영업비밀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

단은 불법행위의 위법성 판단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 사례에서 등장하는 필수적인 위

법성 판단 요소들, 즉 침해된 이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영업비밀의 보유자’ – ‘영업비밀’의 요소 및 가해행위

의 태양으로 분류될 수 있는 ‘침해자/침해행위’ – ‘영업

비밀을 취득한 상대방’ 이라는 요소들 각각의 상호 관

계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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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현)법무법인 서해 변호사/변리사 

인천지방검찰청 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인천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 

인천시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2017)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위원 

인천 소망의집 인권지킴이 위원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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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말, 서울 서초동 법원과 검찰청 일대 

거리가 매주 토요일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는 

인파로 가득 메워졌다.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3년. 당시 서울 광화문 일대를 메웠

던 촛불집회 인파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다.

지난 9월 28일 주최측이 추산한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촉구 집회 참가 인원은 200만 명.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만큼 크다’고 주장하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집회 

참가 인원을 부풀렸다”며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반

박했다.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집회에 질세라 10월 3일에

는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 조

국 파면’을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은 집회 참가자가 30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민

주당은 시위 참가자 규모를 부풀렸다며, 자유 한국당

이 “민생은 외면하고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한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수사팀에 떡을 돌렸다”, 

“검찰이 엄마와 딸만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집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는 기사를 놓고도 치열한 

‘가짜 뉴스 공방’이 이어졌다.

윤 총장이 시민들이 격려차 보내준 떡을 수사팀에 

돌렸고, 조국 법무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집에는 

아들은 물론 변호인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들 뉴스를 둘러싼 ‘진위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뉴스

의 진위보다는 그 뉴스를 놓고 서로 편을 갈라 조국 장

관에 대한 호불호를 평가하는데 더 열심인 것 같다.

“나도 뉴스다”… ’가짜 뉴스’ 전성시대

김용철 (MIP 9기)

사진-(‘조국 수호, 검찰 개혁’ 요구 집회, 2019년 9월 28일) 사진-(‘조국 파면, 정권 퇴진’ 광화문 집회, 2019년 10월 3일)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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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시대의 자아중심적 네트워크(egocentric net-

work)와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 정신병리학적 관

점에서 현대인들의 ‘분노’를 최근 가짜 뉴스가 확산하

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치는 주류 언론의 영향력이 

퇴조하고 SNS와 개인 미디어가 확산하고 자신이 원하

는 뉴스를 접촉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자신이 원하

는 것만 보게 되는 확증 편향 성향이 강화됐다는 것이

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이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기

사 추천 알고리즘은 원하는 기사만 더 보게 하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을 형성해, 뉴스의 진위를 따지기 

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를 더 보고 믿는 확증 편

향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분석이다.

김병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분노’의 감정이 자기 견해를 지지하는 정보

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한다고 분석한

다. 그리고 이런 자기 구미에 맞는 정보를 이용해 자가 

주장을 강화하고, 자기의 견해와 상반되는 정보를 찾

아서 참조하려는 활동이 감소하면서 가짜 뉴스가 더욱 

확산한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컴퓨터 그래픽과 영상편집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가지 영상과 음성을 합성한 콘텐츠를 

만들기 쉬워지고, 원본과 출처를 구분하기 더욱 어려

워지진 것도 가짜 뉴스 확산의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짜 뉴스는 생산 목적에 따라 ▲남들을 웃게 하려

는 유머형 가짜 뉴스 ▲돈을 벌기 위한 수익형 가짜 뉴

스 ▲남을 속이기 위한 기만형 가짜 뉴스 ▲인공지능 

컴퓨터가 생산하는 봇(bot) 뉴스로 구분하기도 한다. 

내용에 따라 ▲풍자 ▲거짓말 ▲정치적 선동 ▲루머 ▲오

보로도 분류한다. 

‘뉴스를 가장한 거짓 정보’를 의미하는 가짜 뉴스

는 유사 이래 갈등이 벌어지는 현장마다 인류와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부각

된 것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부터였다.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였

던 힐러리 후보의 건강 문제를 제기했고, 자신을 둘러

싼 부정적인 정보는 ‘가짜 뉴스’(fake news)라고 폄하했

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가

짜 뉴스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놀라운 것은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의 영향력

이 진짜 뉴스를 능가했다는 분석이다. 2016년 11월 17

일 미국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Buzzfeed)에 따르면 소

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서 대선 관련 진짜 뉴스 

20개와 가짜 뉴스 20개를 대상으로 공유, 좋아요, 댓글 

수 등을 집계한 결과 가짜 뉴스가 주류 언론에서 발표

한 뉴스보다 더 많은 참여자 수를 기록했다.
1

미국 온라인 조사업체 Axious는 2017년 7월 4395

명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CNN 

방송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하는 지를 조사했다. 그 결

과 트럼프 대통령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43% CNN

을 더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0%였다. 지지정당

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면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의 

89%가 트럼프를 더 신뢰했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의 91%는 CNN을 더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2
 보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달랐다.

멀미미디어시대, 미디어가 다양화 고도화하고 있

는 가운데 이처럼 가짜 뉴스가 오히려 확산하는 이유

는 무엇일까?

오세욱정 · 세훈박 · 아란이 공동 집필한 ‘가짜뉴스 

현황과 문제점’(한국언론진흥재단)은 네트워크화된 

1 오세욱정 · 세훈박 · 아란, ‘가짜 뉴스 현황과 문제점,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6
2 위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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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는 사실이라고 쉽게 간주하는 뉴스라는 

형식을 빌어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만드는 것이

라는 점에서 거짓말이나 정치적 선동, 봇 뉴스로 범위

를 좁혀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주장

하는 가짜 뉴스는 객관적 진위보다는 영향력이 큰 주

류 미디어가 생산하는 뉴스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요즘 뉴스 소비자들은 대부분 포털을 통해 자신

이 원하는 뉴스를 골라서 보게 되면서 뉴스 출처를 확

인하는 것은 점차 소홀해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뉴스

를 더 보게 되는 확증 편향 성향이 강화된다. 사회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여론이 극단화하면서 가짜 뉴

스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은 진영 싸움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하는 가짜 뉴스는 가짜 이야

기, 가짜 출처, 가짜 프로필, 가짜 소셜페이지, 가짜 웹

사이트, 가짜 광고, 가짜 리뷰, 가짜 영상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국

내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1만9000여 개에 달하고, 이

들이 생산하는 기사는 하루에 6만 건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리적으로 하루 종일 읽어도 다 읽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 이들 뉴스

에 대한 게이트 키핑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뉴스 수

용자 개개인이 가짜 뉴스 감별사가 되는 수밖에 없다.

가짜 뉴스를 감별하는 첫 단계는 우선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하는 작업

이다. 뉴스가 사실이나 데이터일 때는 출처를 확인하

고, 의심이 갈 때는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검색해 상

호 비교함으로써 진위를 평가할 수 있다.

뉴스의 내용이 의견이라면 그 뉴스의 출처와 작성

자를 확인해야 한다. 그 뉴스의 출처와 작성자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고, 그들이 처한 입장은 무엇인지 파

악해 그들이 전하는 뉴스의 편향성을 살펴야 한다. 반

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의견도 들어서 중

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생물체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편향성이 있다. 이기적인 유전자의 소유자로서 자신에

게 유리하게 사물을 해석하게 된다. 이런 원초적인 편

향성을 감안해 뉴스를 해석하는 것이 가짜 뉴스에 휘

둘리지 않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다. 데

이터와 뉴스를 생산하고 검증하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언론과 학계가 투명하고 중립적인 입

장에서 각자 주어진 역할을 다할 때 사회적 신뢰가 높

아지고 가짜 뉴스에 의한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월 28일,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촉구 집회를 

보도하는 기자 뒤에서 한 집회 참가자가 난데 없이 ‘돌

아오라 손석희’라는 문구를 들어 올렸다. 뉴스 앵커인 

손석희 씨가 뉴스를 전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 불법 혐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로 변한 것에 항의

하는 시위다. SBS와 JTBC 기자들은 집회 현장에서 시

위 참가자들의 항의와 취재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집회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뉴스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최순실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 2016.11)



133

갖는 것이다.

무엇 하나 비밀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IOT 시대.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사회 구성원들을 연결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가치와 규범, 원칙과 잣대를 갖

지 않으면 가짜 뉴스는 갈수록 확산하고, 이로 인한 사

회적 갈등과 분열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화 속도가 빠르고, 미디어가 난립한 가운데 쏟

아지는 뉴스의 진위를 파악하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한계 속에서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밀도가 높은 곳

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듯이 구성원들의 마음

을 관통하는 사회적 신뢰와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미디어는 메시지이다’(The medium is the message)

라는 마셜 마크루한의 말처럼, 미디어는 그 자체의 속

성만으로 이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물은 물 대로, 

공기는 공기 대로, 나무도 쇠도 흙도 다 그 나름대로 

미디어로써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 대로,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대로. SBS, KBS, MBC, 조선일보, 한겨레 등 모든 미디

어들은 그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일

반 대중이 각각 인식하는 미디어로서의 속성을 이미 

가진 만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중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옛날 가톨릭 교회에서 반대 의견만을 

내는 ‘악마의 대변자’(Devil’s Advocate)를 두고 반대 의

견을 듣도록 했던 것처럼, 자신과 다른 이야기를 듣고 

수용할 줄 아는 포용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 하는 사회적 규범을 

김용철

(현)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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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71차 세계

보건총회에서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

병으로 분류했다. ‘게임중독’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

만, WHO에서 새로운 ‘국제질병분류(CD-11)’로 채택

한 정식 진단명은 중독적 행위에 따른 장애 유형 중 

‘게임이용 장애’이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세계 각국

은 WHO의 권고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질병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WHO의 의결 후 유독 한국에서 이 ‘게임이용 장

애’의 질병코드 등록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사실 

이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세계 5위의 게임시

장을 가진 글로벌 게임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0여 년 동안 게임산업의 제재와 관련된 이슈가 끊임

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2011년 5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16세 미만의 청소

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도

입되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2013년 ‘게임중독법’에 이

어 ‘게임세’ 징수 발의 등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게임산업 규제 정책이 청소년의 게임 노출이

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게임산업만 위

축시킨다는 반론도 있지만,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강

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이 됐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가지

고 있는 오락산업으로서 게임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으

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게임의 부작용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 

규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생각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컨센서스(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에 대

한 합의, Consensus)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내에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이라고 보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론조사기관에 따

르면, ‘게임중독을 술, 도박, 마약 중독 등과 마찬가지

로 질병으로 분류해 규제하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45.1%, ‘놀이문화에 대한 지나친 규제일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6.1%, ‘잘 모르겠다’는 응답과 무

응답은 18.8%로 나타났다. 

게임업계는 게임중독에 대한 우리 사회 내 우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게임에 대

한 두려움과 혐오, 게임이용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는 

게임이 개인의 시간을 과도하게 소비한다는 점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WHO는 게임이용 장애를 ‘개인, 가족, 사회적, 교

육적, 직업적 기능과 역할의 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

래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교육’과 ‘직

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는 게임

중독에 대해 특히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게임

중독에 대한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충분한 사회

적 합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게임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게임중독을 피하고 싶어서: 게임중독 방지 특허

양보람 (MIP 9기)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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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등록된 ‘게임중독’ 방지 특허를 몇 가지 소개

해본다. 게임은 여러 지식재산이 결합된 복합 콘텐츠

이므로 IP의 관리는 성공적인 게임을 만드는 열쇠가 

된다.

게임분야에서 특허는 플레이 규칙과 컴퓨터, 모바

일 등을 통해 동작하는 구성 등 게임의 핵심포인트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내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

에 등록된 게임 발명에 대한 특허는 2500개 정도 되는

데, 이 가운데 ‘게임중독’과 관련된 특허는 20여개 정

도로 검색된다. 그 중에서 중독의 진단을 위한 특허를 

제외하고, 게임중독의 예방 또는 방지를 위한 특허는 5

개 정도로 검색된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개발 시 게

임을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술뿐만 아

니라 게임중독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게임중독 

방지 기술의 개발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1) 주식회사 네오위즈 “온라인 게임에서의 중독 방지 방법 

및 서버”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 중독 방지 서버가 사용자를 

일정 기간 모니터링하며, 온라인 게임이 실행된 횟수

에 따라 중독 방지 정책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되는 혜택을 감소시켜 원천적으로 게임에 빠지는 동기

를 제거하는 원리다.

국내 게임사가 등록한 특허로서, 직접적으로 게임 

시스템 내에 적용 가능한 중독 방지 방법이다.

2) 주식회사 이미지스테크놀로지 “사용자의 과몰입을 방지

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콘텐츠 제공 장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되는 콘텐츠의 실행 시, 

사용자의 생체신호 등을 이용하여 과몰입 여부를 판단

하고 결과에 따라 콘텐츠를 실행하는 동작을 제어함으

로써 사용자가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방법이다.

게임은 거의 대부분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공되는

데 과몰입 상태에서 게임의 일시중지, 게임난이도 조

정 등을 통해 중독을 방지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3) 주식회사 드림위즈인터넷 외 2인 “등급별 컴퓨터 관리

시스템 및 관리방법”

컴퓨터 사용자의 사용성향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컴퓨터 사용상태를 등급별로 판단하고, 디스플레이 상 

유해등급을 표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독등급으로 판단될 경우 게임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관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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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이 느끼는 게임산

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

다. 게임의 다양성을 유지 발전시켜 게임산업 내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한국 미

래 먹거리의 안정적인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컴퓨터를 통해 제공하는 게임에 대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용자의 이용환경을 제한할 수 있어 중독을 

예방하도록 지원한다.

국내 게임업계는 인공지능, AR, VR 등 4차 산업혁

명의 핵심기술과 함께 더욱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한

국을 견제하며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

국 등 해외시장의 압박과 ‘게임중독’을 포함하여 게임 

자체의 가치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근본적인 위험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PC온라인게임에서 

모바일게임으로 플랫폼이 변화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기반 수익모델을 탑재한 방치형 RPG 게임만 양산하

는 국내 게임업계의 생태계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게임은 검열과 규제의 중심에 있지만, 여전히 연

간 매출 13조원, 연간 수출 6조원이 넘는 효자산업이

다. 한국 게임산업은 게임 본연의 가치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존 플랫폼의 종류를 유지하며, 모바

일에서도 여러 형태와 방식, 장르의 다양한 게임을 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게임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

양보람

(현)㈜게임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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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쟁점 정리

의정부경절천에 관한 분쟁이 민자사업 업계에서

는 뜨거운 감자다. 위 분쟁의 1심 판결이 2019년 10월 

16일 선고될 예정으로 위 판결 결과에 따라 앞으로 대

한민국의 민자사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이 사건 소송은, 사업시행자인 파산 전 의정부경

전철주식회사(이하 ‘의정부경전철’)가 2006년 4월 14

일 의정부시(이하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의정부경

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 제

79조 제2항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해지시 지급금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 파산관

재인)과 의정부경전철의 출자사 및 대주들(이하 ‘원고

들’)이 해지시 지급금 및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받았음

을 이유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다.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파산 선고 이후 원고 파산관

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기하여 이 사건 실시

협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피고가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는지가 분쟁의 주된 쟁점이다. 

즉, 위 실시협약에 따른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따

른 해지의 경우에도 위 실시협약상의 해지시지급금 규

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해지시지급금

가.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

제10조 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부여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민간투자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과 동시에, 무상사

용기간 중의 개량물 및 추가물은 개량되거나 추가되는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② 주무관청은 본 사업

시설, 개량물 및 추가물의 소유권 취득 후 즉시 관계법

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동 사업시설 등에 대한 관

리운영권을 부여한다.

제75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불이행사유 ① 본 협약 

제78조(해지사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는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의 의무 불이행사유로 인정된다. 1. 사업시

행자가 관계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

하게 위반한 경우 7. 사업시행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제78조 해지사유 ① 사업시행자의 의무 불이행사

유로 인한 해지 1. 본 협약 제75조(사업시행자의 의무

불이행사유)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 행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해당 의

무 불이행사유를 명시하고, 사업시행자가 통지 수령 

후 육십(60)일의 기한 이내에 해당 의무불이행 사유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할 수 있다. 단, 동 

조항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시정기간을 삼십

민간사업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전양제 (MIP 9기)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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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로 하고,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의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다. 3. 사업시행자가 제

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용된 기간 이내에 사업시행

자의 관련 의무불이행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본 협약 제91조(대체사업자의 선정)에 따라 대체

사업자도 선정되지도 아니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

행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

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

권 설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9조 중도해지시의 조치 ① 무상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사업시행자 또는 주무관청의 의무불이행 사유, 

불가항력 사유로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시

점에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

속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

우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을 인계하여야 하며, 해지시 의무불이행사유

에 따라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서 정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실시협약은 제75조 제1항에서 본 실시협

약상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제1 내지 11호)

를 규정하고, 제76조 제1항에서는 주무관청인 피고의 

의무불이행 사유(제1 내지 7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제78조 제1항에서는 위 제75조 제1

항 각호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가 발

생한 경우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절

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7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무관청의 의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

는 절차 등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불가항력 

사유 내지 금융완결 불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

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실시협약 제79조는, 위 제78조 제

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실시협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조치로서, 제1항에서는 이 사건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는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의무불이행사유

에 따라 피고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해지시지급금을 사

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3항 이하에서는 협약 당사자가 사업의 계속 수행을 위

한 노력을 다할 의무, 사업시설 및 운영의 원만한 인계

를 위한 상호 협력 의무 등을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청구권

1)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 지급금 관련 규정 

실시협약 제11장에서는 ‘협약의 종료 및 해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78조(해지사유)에서 ① 사

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인한 해지, ② 주무관

청의 의무 불이행 사유로 인한 해지, ③ 불가항력 사유

로 인한 해지, ④ 금융완결 불비 등으로 인한 해지, ⑤ 

매수청구로 인한 해지를 구분해서 정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실시협약 제79조(중도해지시

의 조치 등)에서는 “(실시)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때에

는 해지시점에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은 즉시 주

무관청에 귀속된다”, “해지시 의무불이행 사유에 따라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서 정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

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해지시지급금의 구체적 액수에 관해서는 

실시협약 부록 11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였

다. (실시협약 제80조).

2) 해지시지급금의 규모 및 법적 성격

민간투자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출자자들

이 출자하여 만들어진 사업시행법인이 주무관청과 실

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주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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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다른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 비하여 

해지시지급금에서 기대수익, 건설이자 등의 금원을 제

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제외되는 금원은 결국 사업

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예정액

이라고 볼 수 있다.

다. 해지시지급금의 중요성

이러한 ‘해지시지급금’제도가 존재하므로 민자사

업을 구상하는 시점에서부터 민간사업자는 사업이 도

중에 중단될 경우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 지 가늠하여 

볼 수 있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지시지급금의 수준은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도 간접적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

고 여겨진다.

① 사업 구상단계에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규모

와 대출금리의 수준의 결정, ② 사업 구상단계에서, 건

설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보충확약 금액 및 자금보

충의무 발생의 조건 결정, ③ 총민간투자비의 적정한 

규모 결정, ④ 사업 진행 단계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

행자간의 사용료 · 최소 운영수익 보장(MRG) 변경 협

상에 따른 변경실시협약 체결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

업의 해지 여부 선택에 관한 결정, ⑤ 사업시행자 해산

시 각 출자자가 회수 가능한 금액의 산정 기준 등.

즉, 해지시지급금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금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금융기관은 위 사업

이 잘못되더라도 본인들은 선순위담보권자로서 위 대

출금의 원금을 손실없이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소견

이 사건의 파급력은 대한민국의 민자사업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금액인 해지

시지급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현실적

당 사업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완공한 뒤 주무관청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동안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투입한 건설비용 등 민간투자비와 이익을 회수하도

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사업시행법인이 부여받은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설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 사업시행법

인이 기투입한 건설비용 등 민간투자비와 이익을 회수

하지 못하는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실시협약에서는 

해지시지급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시협약의 해지 및 

발생사유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의 규모를 달리 정하고 

있다.

운영기간 중 주무관청의 의무불이행사유로 해지

된 경우의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은 위 잔여 운영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민간투자비 외에도 미래기대수 익의 

현가를 가중평균하여 가산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

자 의무불이행사유로 해지된 경우의 해지시지급금보 

다 약 500억 원이 많다.

위와 같이 어느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

지,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되었는지에 따라 해

지시 지급금의 규모를 달리 규정한 것은, 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일방 당사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

를 미리 예정하여 이를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

하지 아니하고 장래 청산을 위한 법률관계가 수반되는

데, 특히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될 경우 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사회기반시설은 토지에 부착된 공공

시설로서 이를 분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하

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에 맞 

지 아니하므로, 해당시설을 주무관청에 귀속시키고 대

신 그 시설을 건립하는데 투입한 비용 등을 사업시행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해지시지급금의 기본적 

법률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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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대부분 계약해지가 발생

하는 여건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민자사업은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해지시지급금이 마련된 취지를 넓게 고려하여, 사

업시행자와 주무관청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합리적

인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전양제

(현)고려개발 사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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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

러나 주변한정주의를 취하는 법제 하에서는 출원인이 

발명의 보호범위를 문언으로 정확하게 특정하기란 불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

정 범위에 균등하다고 생각되는 침해품에 대해서는 동

일한 발명으로 보고 침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침해를 판단할 때 일정 수준의 균등론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특허권자

가 이미 문언으로 특허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친 경우, 그 울타리 밖 침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 있다. 침해품에 대해서 구성요

소 완비의 원칙을 적용하고 각 구성요소와 그 결합 방

법이 균등하다면 균등발명이 성립하는데, 구성요소가 

없더라도 새로운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기술적 사상을 같이하고 있다면 균등침해가 성립한다

는 유연한 입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침해에서의 균등론의 적용은 특허

의 등록요건인 진보성과 침해요건은 엄연한 구별이 요

구되는데도 다소 혼동을 불러일으킨다. 자칫하면 특허

권자를 과하게 보호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

특허제도의 의의

특허제도는 기본적으로 발명자에게 합법적인 독

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발명을 장려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여 타인이 해당 발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파

생발명을 장려하되, 발명자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산업 전반의 발전

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새로운 발명을 지

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발명자에게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특허제도는 이러한 독점과 공개라는 측면

에서 적절히 줄타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특허

제도의 실시가 한쪽으로 편향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이다. 즉, 독점권을 과하게 부여할 경우 오히려 특

허권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파생되는 발명의 경제적 이

익을 제한하여 후속 발명자들의 발명을 장려할 수 없

게 된다. 한편으로 독점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발

명의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

며, 발명자로 하여금 공중에 발명을 공개하려는 것 보

다 비밀로 보호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켜내려 하게 만

들어 결과적으로 산업 전반의 발전이 저해됨은 마찬가

지이다.

균등론과 포대금반언의 관계 

이처럼 특허법은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의 긴장관계

를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계를 단적으

로 보여주는 예가 균등론과 포대금반언의 관계이다. 

먼저 균등론의 등장 배경부터 살펴본다. 특허권의 보

특허 보호범위 해석에 있어 균등론과 특허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주장에서의 포대금반언

정지용 (MIP 9기)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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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포대금반언의 원칙 

포대금반언은 출원경과금반언이라고 불리며(한

국 대법원), 영미법의 금반언(Estoppel)이 특허법으로 

들어오면서 출원경과 내 출원인이 취한 특허청에 대한 

행정행위 및 주장을 번복하는 것을 추후 특허침해소

송에서 금지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별도의 형평법적 

금반언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특허 침해소송에서도 

적용된다. 그 요건은 첫째 특허권자가 침해소송피고

(침해자)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고 전하거나, 둘째 침해소송의 피고가 이를 신뢰하여

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특허

권자가 침해소송피고를 소추하면 상당한 손해가 발생

할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가 미국에서의 

일반적인 금반언으로부터 특허법 독자의 법리가 된 것

이며 현재는 특허성에 관한 사항만이 문제가 되며 주

관적인 요소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히 기존의 발명을 개량한 발명(소발명)으로서 

발명의 범위가 더욱 집약되어 있고, 기존의 발명에 비

해서 그 보호범위가 좁은 경우 특허의 청구항의 해석

에 있어서 더욱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즉, ‘a nar-

row invention in a crowded field’에 해당하는 발명은 청

구항의 해석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표적으로 ‘Quikey Manufacturing Co. Inc., Plain-

tiff-appellant, v. City Products Corporation, Defendant-ap-

pellee, 409 F.2d 876 (6th Cir. 1969)’ 판례에서는 청구

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앞서 상대적으로 보호범위가 넓

은 발명(대발명)에 비해 좁은 청구항의 해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소송상에서 특허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발명자에 의하여 심사관에게 제출된 의

견을 고려하여 더욱 좁은 범위의 청구항 구성을 부여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 판례의 핵심은 특

허가 재발행이 되었거나, 중간에 보정이 발생하는 등

호범위는 특허 청구항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런데 이

러한 청구항은 문언으로 되어 있고, 해당 특허에 대한 

경쟁자는 특허 청구항이 포괄할 수 없는 영역을 찾아 

보호범위를 회피한다. 언어의 특성상 특허발명을 완벽

하게 기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장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일일이 예상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

한 경우 분명 특허권자는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가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기

술을 낱낱이 공개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언 이상으로 특허의 보호범위를 구성, 해석할 필요

성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침해자의 발명의 핵심적

인 구성이 균등한 범위 내에서 비 실질적으로 단순하

게 변경되어 침해를 우회하는 경우를 특허의 보호범위 

내에 포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균등론은 미국

판례에 의하여 탄생한 이론이다.

한편 특허의 또 다른 기능은 공중에 대한 공시기

능이다. 이 기능은 제3자에게 특허가 얼마나 정확히 

공개(Disclose)되었는지에 따라서 정해진다. 제3자는 

특허의 보호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특허의 공시기능

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서 실시를 예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을 두었다.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이란 시간의 흐

름에 따라서 특허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특허권 범위에서 균등론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다. 즉, 균등론의 제한원리이다.

이렇듯 균등론과 포대금반언의 원칙은 서로 견제

하며 특허권자를 얼마나 보호하느냐, 개량발명을 허용

하느냐 등 그 세심한 무게를 재고 있다. 즉, 균등론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하여 특허의 보호범위가 확장되는 

경우 제3자는 특허의 명확한 고지를 받지 못한 채 방

치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포대금반언으로 그 우려

를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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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보정은 위 청구항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피고의 

이의신청에 대응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실제로 인

용발명에는 보정에 의하여 추가된 DNA 서열과 직접 

연관 지을 만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도 않은 사실이 인

정되므로 원고가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DNA 서열의 

기재를 추가하여 보정을 함에 있어서 추가된 DNA 서

열과 균등관계에 있는 것을 자신의 권리범위에서 제

외할 의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등의 판례가 그러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의식

적 제외에는 특허요건을 주장하는 출원인의 견해도 고

려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

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

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

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라고 보고 있다. 출원경과 중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

한 의식적 제외에 있어서는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

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보정이

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

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

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출원경과금

반언에서의 의식적 제외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법리는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고 판

시하고 있다.

의 사정과 관계없이 해당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 특

허요건을 만족시킨다고 출원서와 의견서 등을 통해 주

장할 경우, 그러한 주장 자체로 개량된 이 건 발명의 

바탕이 된 기존발명 또는 자유기술영역에서 제3자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특허출원과정

에서 보정이 없거나 특허의 정정, 삭제 등이 없더라도 

단지 특허요건을 주장하기 위해 출원과정에서 출원인

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날 경우에도 포대금반언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 출원경과 금반언 판례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출원경과 과정에서 

포대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정이나 

정정 등이 없는 경우에도 포대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포대금반언이 적용되는 대부분

의 경우는 출원범위의 보정,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감

축, 삭제가 행해지거나, 출원인의 의견서를 토대로 그

러한 의식적 제외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또한 보정

과 정정 등을 제외하고 출원인의 의견서만을 고려한 

경우에도 의식적 제외가 일어났음을 단정할 수 없어 

균등범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안락의자 포대금반언 사건에서는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

면서 인용참증에 저촉되는 부분을 공지의 기술로 하여 

청구범위를 대폭 축소 한정한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청

구항 제1항과 제2항을 결합하여 하나의 항으로 만들

되 청구항 제1항에 있던 부분을 모두 전제부로 기재하

고 청구항 제2항에 있던 부분을 특징부에 기재하였는

바… 구성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인이 의

식적으로 그 보호범위로부터 제외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 제1항의 균등물이 될 수 없

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712 판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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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 볼 부분

‘Quikey Manufacturing Co. Inc v. City Products Cor-

poration’ 판례에서는 당 특허가 보정이 되었는지, 재발

행이 되었는지는 포대금반언에서의 의식적 제외를 적

용하기에 단순히 그 전제가 되는 특허권의 존부에서만 

쟁점이 되었을 뿐, 의식적 제외를 적용하는데 있어 그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다만, 특허요건을 주장하는 출원인의 의견서를 비

롯한 출원서류 전체를 고려해 볼 때, 특허권자의 침해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특허와 침해발명

이 균등범위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침해발명이 기존

의 선행발명의 모방에 불과하며,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과 균등범위에 있다는 것이 된다. 이는 곧 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이 기존 발명에 비해 특허요건으로서 진보

성을 가진다는 근거로 주장한 구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포대금반언의 원리를 통해 균등범위

를 인정하지 않았다. 

포대금반언은 주변한정주의 하에서의 특허 청구

항의 보호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균등론과 대비되어 적절한 균형을 이룸으로써, 개량발

명을 장려하고 과도한 특허권의 보호를 견제하는 역할

을 한다. 이러한 포대금반언이 특허요건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본 미국 대

법원 판례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지용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생화학공학과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연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나노바이오메티컬엔지니어링 박사과정

기초과학연구원(IBS)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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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따라 내 꺼인 듯 내 꺼 아닌 내 꺼 같은 너~, 

니 꺼인 듯 니 꺼 아닌 니 꺼 같은 나~.” 

가수 소유와 정기고가 2014년 2월 발표한 ‘썸’1
이

라는 노래에 등장하는 가사이다. 서로 연인처럼 사귀

는 것 같지만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닌, 그러니까 

연인은 아니지만 연인처럼 보이는 애매한 관계를 담은 

노래로, 재치 있는 가사에 발랄한 음색이 더해져 대한

민국에 썸 열풍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연인인 듯 하지만 연인이 아닌’, ‘연인이 아닌 것 

같지만 연인 같은’ 애매한 상황은 비단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소송을 

통해 자기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증거

에 따라서 사실인 듯 보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 듯 

보이기도 한다. 변호사들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임을(또는 사실인 듯 보

이기 위해) 입증하도록 노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

해서는 사실이 아님을(또는 사실이 아닌 듯 보이기 위

해) 입증하도록 노력한다. 

어느 날, 상대방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전을 지급

하라는 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찾아왔다. 실제 사실관

계는 좀더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관계였고, 마지막에는 1년 

이상 동거를 하기도 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갈등 끝

에 연인관계를 정리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다. 상대방

은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

좌로 입금한 돈이 의뢰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된 돈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변제한 돈이라고 주장, 

남은 대여금을 의뢰인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며 소

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비록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

서나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없었지만, 상대방 명

의의 여러 예금계좌와 의뢰인 명의의 여러 예금계좌 

사이에 다수의 금전이 오고 간 것은 다툴 수 없는 사실

이었고,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관계가 끝날 것을 미리 

예상한 듯 연인관계가 종료되기 몇 달 전 의뢰인으로

부터 수억 원을 언제까지 해결해준다는 취지의 대화를 

유도해서 녹음을 해둔 상태였다. 

흔히 양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

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대법

원 판례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당사자 사이에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

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2
.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고, 실제 서면이 없이 구두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MAC Adress’에 대한 단상

송강현 (MIP 10기)

1 ‘something’의 줄임말로, 아직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사귀는 듯이 가까이 지내는 관계를 의미(네이버 국어사전).
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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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실명’)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지만, 같은 조 제

2항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 등의 통신

망을 통해 접속하여 쉽게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

에, 상대방도 의뢰인의 예금계좌를 본인의 것처럼 편

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대방이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으로 인

터넷을 통해 접속을 했다면, 어떤 접속기록이 있을 것

이 분명했다. 과연 은행은 사용자의 어떤 정보를 수집

하고 있을까? 관련 법령을 더 살펴보자. 전자금융거래

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

면, 금융회사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을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

면 금융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을 수집 · 보관하고 있

을까? 주요 은행들(KB국민은행
3
, 신한은행

4
, KEB하나

은행
5
, 우리은행

6
)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살펴보니, 다

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 정보로서 IP 

Address(IP 주소), MAC Address(MAC 주소), 등을 수

집 · 보관한다고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 정보(온라인 거래에 한함)

전자금융거래의 내용 추적 및 검색: 고객 아이디, 접속 일시,

IP Address, MAC Address, HDD 장치정보, OS 정보 등

IP 주소는 ‘Internet Protocol Address’의 줄임말로, 

인터넷상에서 각각의 컴퓨터를 인식하고 통신하기 위

해 네트워크에 부여한 주소를 의미하는데, 컴퓨터나 

통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용어다. 

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 

의뢰인의 말을 좀더 들어보니, 상대방이 의뢰인에

게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뢰인 명의의 어느 계

좌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편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 개설해 상대방에게 건네준 것이고, 의

뢰인은 공인인증서도 상대방에게 복사해주었다고 한

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해결해준다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한 것도,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뢰인이 술을 먹은 

틈을 타서 상대방이 답변을 유도해 녹음한 것이었다.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의뢰인 명의로 개설된 

것이기에 의뢰인의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의뢰

인이 아닌 상대방이 사용했다. 이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의뢰인의 것이 아니었다. 결국 문제가 된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의뢰인의 것인 듯, 의뢰인

의 것이 아닌, 의뢰인의 것 같은’ 애매한 상황이 된 것

이다.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실제로는 의뢰인의 것

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이를 입증하면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스스로 이체한 돈에 불과하게 된

다. 이 경우 돈을 해결해주기로 한 약정은 성립하지 않

았거나, 성립하더라도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가 되거

나 착오로 취소가 가능해진다. 

예전에는 은행창구에 직접 가서 거래를 많이 했지

만, 요즘은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으로 손쉽게 

은행사이트나 은행전용 앱에 접속하여 금융거래를 한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

3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65649&QSL=F#loading 
4 https://www.shinhan.com/hpe/index.jsp#050404040000
5 https://www.kebhana.com/cont/customer/customer06/customer0604/index.jsp?_menuNo=98946
6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CQSCT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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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MAC 주소는 무엇을 의미할까? MAC 주소라

는 용어는 컴퓨터나 통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에

게 다소 친숙하지 않은 용어다.

MAC 주소는 ‘Media Access Control Address’의 약

어로서, 인터넷 등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의 고유번호(물리적 주소)를 의미한다. 일반적으

로 데스크탑 PC의 경우 랜선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

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은 무선랜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데, MAC 주소는 랜선으로 접속하는 랜카

드와 같은 장치나 무선랜으로 접속하는 와이파이와 같

은 장치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의미한다. 

MAC 주소는 총 12개의 16진수 숫자로 구성되

어 있다. 앞쪽 6개의 16진수는 네트워크 카드를 만든 

회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OUI(Organizational Unique 

Identifier)라고 한다. 뒤쪽 6개의 16진수는 각 회사에

서 임의로 붙이는 일종의 시리얼을 나타내는 것으로 

‘Host Identifier’라고 한다. 각 회사마다 고유한 OUI를 

가지며, 한 회사에서는 같은 시리얼의 네트워크 카드

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같은 MAC 주소는 존재하지 않

는다. 그리고 IP 주소와 달리 부품을 교체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
7
.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데스크탑 PC나 노트북, 

스마트폰에서도 MAC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윈

도우 기반의 데스크탑 PC나 노트북의 경우, 시작 메뉴

에서 ‘네트워크 속성 보기’를 검색해서 들어가면(윈도

우 10 기준)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속성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8
, 여기서 물리적 주소라고 기재된 12

자리 수가 MAC 주소에 해당한다. 

애플의 MacBook과 같은 MacOS의 경우 ‘이 MAC

에 관하여 → 시스템 리포트 → 네트워크 → Wifi’로 들

어가면 Wifi의 MAC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안드로이

드 스마트폰의 경우 ‘설정 → 휴대전화 정보 → 상태’로 

들어가면 Wifi의 MAC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자기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IP 주

소와 MAC 주소 정보를 요청하면 은행으로부터 그 정

보를 받을 수 있다.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계

좌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IP 주소와 MAC 주소를 확

보하였다면, 실제로 의뢰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용했

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위 계좌의 IP 주소

가 의뢰인의 IP 주소가 아닌 상대방의 IP 주소임을 입

증하거나 MAC 주소가 의뢰인이 사용한 기기가 아닌 

상대방이 사용한 기기임을 입증하면 된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의 

MAC 주소를 검증하기 위해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을 

7 네이버 지식백과, 정보 보안 개론 참조(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1873&cid=58437&categoryId=58437).
8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한 후 ‘ipconfig /all’ 또는 ‘getmac’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MAC주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윈도우10 PC의 MAC 주소, 출처: 
필자 PC 화면 캡처(일부 모자이크 처리)]

MacBook의 MAC 주소, 출처: 
필자 노트북 화면 캡처(일부 모자이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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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나중에 판결문

을 보니 “의뢰인 명의의 ㅇㅇㅇ계좌 거래내역의 IP 주

소와 MAC 주소가 대부분 원고(상대방)의 집 내지 직

장 주소지가 속한 지역이고, 특히 위 거래내역에서 접

속 빈도수가 높은 MAC 주소가 원고(상대방) 명의의 

ㅇㅇ은행, ㅇㅇ은행 각 계좌의 MAC 주소와 일치하는 

점”이 중요한 근거로 설시되었다. 결국 MAC 주소를 

분석하여 입증한 덕분에 ‘내꺼 같은’ 예금계좌가 ‘내꺼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주

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주

장을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다. 당사자가 변호사에

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변호사가 그럴싸하게 

꾸미는 경우도 잦다. 안타깝게도 법원이 그럴싸한 거

짓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잘못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

음을 가지고 소송에 임한다. 진실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믿음이다. 그러

나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진실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진실을 입

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송무변호사에게 필수적으

로 필요한 고민이다.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66

조 제1항은 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

는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

고 있다. 그러나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검

증을 하는 방법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상대방이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기를 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와는 달리 국내에서

는 법원의 명령에 반하여 실제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등의 사유

로 상대방에 의해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정보를 확

보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상대

방 명의의 예금계좌를 접속한 IP 주소와 MAC 주소에 

관한 정보이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

하면, 은행으로부터 상대방 예금계좌에 대한 IP 주소

와 MAC 주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해당 계좌에 접속한 거래일

자 및 시간, 서비스 내용, IP 주소 및 MAC 주소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확보한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접속 IP 주소와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접속 

IP 주소 및 MAC 주소를 비교하면, 의뢰인 명의의 예

금계좌에 실제 접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상대방이 같은 날 같은 IP 

주소에서 같은 MAC 주소의 기기로 상대방의 예금계

좌와 의뢰인의 예금계좌를 동시에 접속한 빈도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법원의 판결 선고를 듣는 순

송강현

(현)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39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법률구조공단/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거래일자 거래시간 서비스ID설명 요청내용 서비스구분 IP주소 MAC주소

2019-10-1 14:05    개인뱅킹 로그인 개인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뱅킹 111.111.111.1 XX-xx-XX-xx-XX-xx

2019-10-1 14:06 전체 계좌 조회(개인) My Index 개인뱅킹 111.111.111.1 XX-xx-XX-xx-XX-xx

2019-10-1 14:07 과거 거래내역 조회 (과거거래내역 리스트) 개인뱅킹 111.111.111.1 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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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스타

트업 투자 분야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

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이

다. 엑셀러레이터는 기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회사인 

벤처캐피털보다 초기 단계인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를 말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초기 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 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로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엑셀러레이터는 공간 및 업무 보조 등을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터’와는 달리 창업자의 생존

과 성장에 꼭 필요한 지식 · 경험 · 인프라 · 자금 등을 지

원한다. 즉, 인큐베이터가 서비스 제공자라면 엑셀러

레이터는 투자자에 가깝다. 쉽게 말해 초기 창업자에

게는 기존의 투자회사와는 다른, 동업자에 가까운 투

자자로 보면 된다. 엑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을 선발하

여 멘토링, 교육, 집단 보육, 금융 등의 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한다. 현재 이러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미국의 실리콘벨리에서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국내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는 중소벤처기업

부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의 활성화와 함께 더욱 성장하

고 있다. TIPS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게 엑셀러

레이터가 1억원의 투자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스

타트업은 최대 10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TIPS 프로그램은 초기 창업 기업들이 이른바 ‘데스 밸

리’1(Death Valley)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

그램으로,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를 잘 성장

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TIPS 프로그

램의 기본 취지는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에게 생존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TIPS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기업들에게는 기술에 대한 

보호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는 TIPS 심사 과정에

서도 드러나고 있다. TIPS 심사는 대략 1시간에 걸쳐 

IP 엑셀러레이터와 EXIT

차현태 (MIP 1기)

1 스타트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한 후에도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기간.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출처]  http://www.jointips.or.kr/abou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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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NEST Labs는 2014년 구글에 32억 달러에 인

수되었다. NEST Labs는 스타트업으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했다. 실제 아래 차트

를 포함하는 354건의 패밀리 특허는 2건의 가출원으

로 시작된 특허 포트폴리오였다. <그림1> 에서와 같이 

NEST Labs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마치 삼성전자의 표

준특허 포트폴리오를 보는 것 같다. 

일반적인 스타트업 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

는 결과로 전문가의 손길을 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USA TODAY는 구글이 NEST Labs를 산 또 다른 이유

가 특허 포트폴리오에 있다고 한 바 있다. 또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은 기술 집약형 스타트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투자자의 수익률 증가로 

이어진다. 스타트업을 인수한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

이나 중견기업인데, 인수 기업에게도 위와 같은 특허 

포트폴리오는 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국 

IP 엑셀러레이팅은 투자 기업의 가치 상승을 이끌고, 

M&A 등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것임이 명확하다. 

이루어지는데, 필자가 창업팀의 멤버로서 참여한 심사

에서는 창업 아이템의 보호 문제에 관한 질문이 절반 

이상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창업팀에게는 아

이템을 보호하기 위한 IP 전략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

해서는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반면 창업기업은 자금

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

해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기술

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가 절실하

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자금과 특허 전문인력이 절대

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IP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IP 엑셀러레이팅이란 엑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

에 IP 강화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술력과 IP 잠재

력을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해 IP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IP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이후 IP를 바탕으로 한 사

업을 추진해 M&A(기업 인수 · 합병, Merger & Acqui-

sition) 또는 IPO(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를 통

해 엑시트(투자금 회수, EXIT)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

한 IP 엑셀러레이팅의 전제는 M&A의 활성화에 있다. 

M&A는 스타트업에 투자한 투자자의 조기 EXIT를 꾀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로 이

어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특허 전문 로펌들이 스타트업에 IP 

지원을 바탕으로 투자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IP를 바탕으로 M&A를 통해 효과적으로 EXIT를 

이룬 사례로는 미국의 IOT 기업인 ‘NEST Labs’를 들 <그림1> NEST Labs의 특허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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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태

(현)리&목 특허법인 파트너 변리사

제36회 변리사(1999)

Start-up Accelerator 고문 변리사 

(선보엔젤파트너스, 플랜에이치벤처스, SparkLabs, ActnerLab, N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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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다. 신산

업 · 신기술의 시대로 이러한 흐름에 따라 혁신기술 확

보를 위한 연구개발 움직임이 활발하다. 혁신기술의 

보유가 곧 시장을 장악하는 ‘기술 패권(霸權) 시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술 패권 시대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특허권이다. 특허권은 기술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로서, 법적 · 행정적 제도를 통해 개발기술을 재산

화(財産化)시키는 성격을 갖는다. 이 때문에 연구개발 

성과의 주요 지표로 신규 특허 창출 실적이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허권의 보유는 곧 기술의 보유이

자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하 대

학 · 공공연)을 중심으로 보유 특허를 감축하려는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공공기관 보유 특허 진단 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

이다. 이 사업의 취지는 대학 · 공공연 보유 특허의 분

석을 통해 기술이전 · 사업화 연계 등 부가가치 창출 가

능성을 진단하고, 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유지 또는 포

기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특허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

리나라 대학 · 공공연의 국내 특허 출원건수는 2만7816

건에 달하여 미국의 1만6487건에 상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기술이전 계약건수는 우리나라 8037

건, 미국 7730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기술이전 수

입은 우리나라 1771억원, 미국 3조 4393억원으로 미국

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공공기관 특허 보유량 대비 미활용 특허가 많고, 특허

의 경제적 가치가 낮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공공

기관 보유 특허 진단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크게 절감

케 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미활용 특허 유지에 소모되

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보유 특허의 ‘양’을 중심으로 하

는 성장은 더 이상 기술 경쟁력 강화에 절대적으로 귀

결되는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허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특허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 전문

가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예컨대, 특허의 질적 향상

을 이야기할 때, 권리성과 시장성을 갖춘 이른바 ‘좋은 

특허’를 선별 또는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좋은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성, 시장성 

및 경제성 등 다양한 사업적 요소를 고려한 미래 유망 

기술의 발굴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대학 · 공공연의 

케이스가 여기에서 주로 언급된다. 대학 · 공공연의 특

허 기술은 주로 높은 수준의 기술성을 보유하고 있으

나, 시장성 및 경제성 측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

에서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대학 · 공공연의 특허 출원 성향

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대학 · 공공연의 특허는 학문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위한 출원이 중심을 이루는 실

정이다. 특히 기업과 달리 대학 · 공공연은 특허 출원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좋은 특허’ 창출

윤귀상 (MIP 4기)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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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특허를 실시하여 매출 발생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 드물다. 또 발명자가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시장

성 및 경제성 등 성과 확산 측면의 개발을 염두하지 않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시장성과 경제성이 불확

실한 불완전 특허가 양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앞서 언급한 ‘좋은 특허’의 실체를 대학 · 공

공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실무 상에서의 

미래 유망 공공기술은 ‘특정 기업 수요가 존재하는 기

술’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지만, 역설적으로 시장의 니

즈만 일부 충족한다면 기술의 독점배타적 권리와 경제

적 부가가치를 모두 갖춘 고품질의 ‘좋은 특허’가 창출

될 수 있다. 이는 대학 · 공공연 특허는 기본적으로 높

은 기술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

라서 ‘좋은 특허’를 창출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기술이전 ·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R&D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특허 업계 관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질적으로 향상된 ‘좋은 특허’ 창출

을 위해 기업과 대학 · 공공연 간 정보의 갭(Gap)에 지

속적인 대류를 일으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성, 

시장성 및 경제성 기준의 보편적 유망 공공기술 발굴 

툴(tool)의 한계를 인지하고, 연구개발자 중심의 마케

팅 방법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기업 수요 기반 연구개

발 공모 등 기업 중심의 마케팅 방법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윤귀상

(현)디앤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한국경제TV/소상공인 케이블TV 자문위원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IP 캠퍼스 지식재산교육 강사 

삼성전자/만도/포스코/르노삼성/학교 대리 

기술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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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예정자나 사업초기의 스타트업들을 대하다

보면, IP에 대해 극단적인 견해를 갖는 두 부류의 사람

들을 접하게 된다. 지식재산권을 사업 성패의 만능열

쇠로 여기는 부류와 사업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

지 않는 장식품쯤으로 생각하는 부류로 나뉜다. 필자

는 이미 200여개의 지식재산권을 직접 출원하였으며 

등록된 대부분을 양도하여 직간접적으로 사업화하였

다. 현재도 지식재산을 활용한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업으로 삼고 있다. 

이런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견해에 모두 동의할 수 없다. 20여 년간 제조업과 서비

스를 사업화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느낀 바로는 지

식재산권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적인 요소이지만, 성공을 보장해주는 황금열쇠는 아니

라는 것이다. 결국, 사업의 성공은 지식재산권뿐만 아

니라 인력 · 기술 · 자본 · 네트워크 · 마케팅 등 다양한 사

업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힘겹게 도달할 수 

있다. 성공은 보이지 않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언덕 너머 

미지의 땅 같은 것이다. 

90년대 IT 벤처붐을 주도한, 

그 많은 인터넷 경매사이트들은 다들 어디로?

필자가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패션 브랜드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1990년대 후반의 일이다. 때마침 불어

온 IT 벤처 붐과 함께 필자의 사업체도 IT벤처로 분류

되면서 순풍에 돛단 듯한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

했다. 그러한 시대적 환경 때문이었을까. 창업 초기에

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인터넷 전용 패션 브랜드를 목

표로 삼았던 사업은 투자자들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점

점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격을 더하게 되었다. 결국 쇼

핑의 특징은 줄이고 Y세대를 겨냥한 문화 커뮤니티 사

이트로 재편되면서 마켓의 사이즈를 키웠다. 쇼핑과 

문화를 결합한 서비스를 추진하다 보니 온라인 마켓 

분야의 기업들과 교류할 기회가 조금씩 늘어났다. 

당시는 온라인 쇼핑이 막 활성화되던 시기였다. 

인터파크가 LG데이콤에서 갓 분사한 상태였고, 인터

넷을 통한 경매 방식의 쇼핑 사이트들이 태동하던 때

였다. 그 중 첫 번째는 한국인터넷경매주식회사(옥

션, Auction)이었다. 중고거래를 중심으로 온라인 경

매가 인기를 끌면서 유사한 서비스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와와컴(waawaa.com), 이세일(eSale), 셀피아

(Sellpia) 등이 뒤를 이었고 막차로 올라탄 서비스가 인

터파크 구스닥(Goodsdoq)이었다. 구스닥은 후에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였고, 서비스명을 지마켓(Gmarket)으

로 변경했다. 

이들 인터넷 경매사이트 사업자들은 제각각 주도

권을 쥐기 위해 이전투구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르면

서 IT버블이 꺼지고 현대증권 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벤처업계에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었다. 결국, 수많은 

지식재산은 진정, 사업 성공의 키(Key)일까?

허주일 (MIP 5기)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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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서비스 사업자 중에서 와와컴이 가장 먼저 

사업을 철수했고, 이세일과 셀피아도 합병 후 얼마 지

나지 않아 사라졌다. 결국, 최초 사업자인 옥션과 최후 

사업자인 지마켓만 살아남았고 10여년이 흐른 후 글로

벌 기업인 이베이(eBay)에 나란히 인수되면서 현재까

지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 인터넷 경매 서비스

를 제공했던 회사들의 주요 특허들을 살펴보면 <표1>

과 같다.

주요 출원 특허들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옥션과지마켓

은 사업 핵심분야와 관련한 특허들을 다수 출원하였

고, 대부분이 등록되어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비

즈니스 무대에서 퇴장한 와와컴이나 이세일, 셀피아 

등은 유관 특허가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거절 결정되어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허가 없거나 적다고 해서 사업 경쟁력이 낮고, 

특허가 많다고 해서 기술력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될 수 있지만, 특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기술력이 높게 평가되기를 바라는 것 또한 

근거 없는 헛된 바람일 수 있다. 

특허는 미래의 향방을 알려주는 스포일러

일반적으로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현재의 

기술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대개는 앞으로 선보일 

제품이나 서비스의 배타적인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기 

위해 출원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식재산

은 현재형이 아닌 미래형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

들의 향후 기술개발 향방이 궁금하다면, 해당 기업의 

출원 IP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그 기업이 어떤 분야

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기술을 통해 개선점을 구현해 

나갈 것인지를 파악하면 된다. 물론 최근 1~2년 사이

에 출원된 특허들은 아직 공개시점이 되지 않아 공개

된 자료만을 통해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공개

된 특허 기술만을 가지고 분석하더라도 그 기업이 어

떤 분야에 어떤 기술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비단 특정 기업의 특허 출원 동향 뿐만 아니라 특

정 기술 분야에 관해서도 주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최

근 관심분야의 트렌드를 한눈에 읽을 수 있다. 특허정

보 검색사이트를 통해 조회한 결과를 직접 분석하여도 

<표1>

출원인 발명의 명칭 출원일자 등록번호

(주)이베이옥션 (舊옥션) 컴퓨터 네트웍을 이용한 경매 시스템에서 입찰기간 자동연장방법 1999.12.16 100318209

컴퓨터 네트웍 시스템을 이용한 시너지 경매방법 1999.12.16 100385016

컴퓨터 네트웍 시스템을 이용한 경매 수수료 처리 방법 1999.10.30 100334255

컴퓨터 네트웍 시스템을 이용한 역경매 처리방법 1999.11.01 -

컴퓨터 네트웍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입찰 처리방법 1999.10.30 100334254

와와컴 주식회사 인터넷을 이용한 경매 시스템, 이를 이용한 회원 자격판별 방법 및 마감처리 방법 2000.11.09 -

수수료 후불식 직거래 경매방법 2000.11.28 -

주식회사 뉴디안 (舊이세일/셀피아) 개인 경매 서비스 시스템 및 서비스 방법 2000.08.08 -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舊지마켓)

웹 사이트에서 중개를 통한 수익배분시스템 및 방법 2005.07.08 100758024

유무선 연동이 가능한 입찰가제한형의 온라인 경매 서비스시스템 및 방법 2006.01.11 -

전자상거래에서의 매매 수행 시스템 및 방법 2006.02.09 10083704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판매자 가상매장제공/운영시스템 및 그 방법 2004.04.30 100633395

개방형 입찰비 수익 기반의 추첨식 경매 시스템 및 그 방법 2004.02.07 1005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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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해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하는 중소기

업기술로드맵을통해 주요 유망기술 분야의 특허 분석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특

허는 출원시점에 향후 사업화를 염두에 둔 기술의 구

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출원하기 때문에 앞

으로 전개될 특정 기업이나 기술 분야의 향방을 짐작

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인터넷 경매 사이트의 사례를 보더라

도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건수가 많으며, 권리 유지가 

충실한 기업은 사업적으로도 좋은 결실을 맺었다. 반

면, 지식재산권 확보가 미흡한 기업은 오래지 않아 사

업의 존폐마저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의 주요기술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등록하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

어서 적어도 신규성과 진보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

하여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미 사라져버린 인터넷 경매 서비

스 기업들처럼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노력에는 힘

을 쏟지 않고 마케팅과 제휴 네트워크에만 열을 올린

다면, 당장 그 시점에서는 추진력을 얻을지는 모르지

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현재의 사업성장에만 열을 올린 

탓이다. 

지식재산권은 남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지키기 위한 것

사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초기의 기업들에게 특허

는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이다. 그들이 준비하거나 사

업화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다른 경쟁업체가 뒤따라 출

시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

단 특허를 등록하게 되면 배타적인 사업권을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판단하고, 그 기술의 차별성을 요점으로 

하여 마케팅에 돌입한다. 하지만 사업은 특허 등록 여

부와 상관없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필자가 경험한 흥미로운 사실은 특허가 있든 없든 

성공적인 사업에는 특허 침해를 포함한 유사 후발주자

가 따라붙는다는 것이다. 반면, 성공할 기미가 없는 사

업에는 그다지 후발주자가 따르지 않는다. 아무리 특

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견고한 진입장벽을 형성했

다고 해도 업계에서 돈벌이가 된다고 입소문이 나면 

어김없이 유사제품이 나타난다. 필자 또한 이러한 경

험을 뼈저리게 느낀 바 있다. KAIST MIP에 재학 중이

던 2015년에 특허를 출원하고 2016년에 사업화한 ‘반

반컵’ 사례이다. 

두 가지 음료를 하나의 용기에 담아 마실 수 있는 

‘반반컵’을 최초로 개발하여 출시하자마자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 달 만에 전국 800

여개 매장을 둔 생과일쥬스 전문점 ‘쥬씨(JUICY)’ 본

사에 납품하기도 했다. 2~3개월 동안 공급부족으로 품

귀현상을 빚다가 생산시설 확충이 마무리될 즈음 유사

제품이 등장하였다. 유사제품은 당사 제품의 등록특허

와 디자인등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구의 범위에 저촉

되지 않도록 우회한 구조로 특허와 디자인 등록을 출

원하고 출시하였다. 1년 가까이 소송이 이어졌고 이 

<자사 제품 '반반컵'> <유사제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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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등록한 특허로 조기에 제

품을 시장에 안착시켰고 나아가 몇 개월 동안 품귀현

상까지 빚으며 높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그 특허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양도하고 본업으로의 복귀도 가

능하였다. 등록받은 특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들을 할 수 있었다. 만약 특허가 없었다면 똑같은 제품

을 누군가 만들어 팔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

을 것이다. 

결국, 특허는 내가 가려는 길을 아무도 못 가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길을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서 언급한 

1990년대 인터넷 경매 서비스 기업들의 사례와 필자

의 사업경험을 보더라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다고 

해서 또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풍부

하게 확보하여 IP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사

업은 결코 경쟁에서 쉽게 밀려나지 않는다. 경쟁 우위

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확보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성공

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과정에서 사업은 성장력을 조금씩 잃어갔다. 시장 사

이즈에 비해 지나치게 달아오른 경쟁구조 때문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필자는 반반컵 사업을 타사에 양도하고 

본래의 사업 분야인 컨설팅 업무로 복귀하였지만, 주

변 사람들이 아직도 심심치 않게 묻는 질문이 생겼다. 

“그렇게 특허를 잘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특허 침해를 당하죠?”

한동안은 나 스스로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

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답을 찾게 되었다.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

을 찾아 도면과 글로 권리를 명시하여 출원하고 등록

한 것을 특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해결방법’이다. 그 해결방법이 이 세상에 단 하나만 있

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먼저 출

원하여 등록한 자는 여러 가지의 해결방법 중 가장 편

리하고 유력한 방법을 선택해 권리로 인정받은 것이

다. 선택한 그 방법이 보다 포괄적이어서 넓은 범위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어떤 특허 권

리이든 선택한 방법에 대해서만 배타적인 권리를 갖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허주일

(현)㈜후레시메이트/지식재산협동조합 대표 

특허청장상/발명진흥회장상/신용보증기금 이사장상 수상 

지식재산 200여건 직접 출원 

정부과제 컨설팅 사업 50여 건 선정 

서울대, 고려대 등 다수 대학 특강 

온오프믹스, 마이크임팩트, 발명진흥회 등 특강

[저서] 나는 특허로 평생월급 받는다 (도서출판 부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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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를 소개하는 자리에 가면 언제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곤 한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회사

는 죽어서 지식재산을 남긴다”라고. 물론, 처음에는 지

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확신보다는 필자가 다니는 회

사인 ‘팬택’이란 회사의 곤궁한 처지에 대한 애증이 담

긴 말이자, 회사를 소개하는 애매한 상황을 유연하게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습관처럼 

하던 그 말은 필자가 지금까지 수백 개의 특허 및 상표

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매각, 또는 라이선스 활동을 통

해 이룬 IP 수익화 실적 등에 따르면 결코 틀리지 않

았다고 확신한다. 제조 기업은 최선의 연구개발, 마케

팅 노력을 통해 제품 판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기업의 본질은 그 업의 형태에 상관없이 이익

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그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이

자 책무일 것이다. 이익 창출에 있어서 비윤리적이거

나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극대화 하도록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

세일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이익의 극대화 방안으로 

IP를 기업 경영활동의 축으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것

은 당연시 되어야 한다. 굳이 IP활용을 구분하자면 소

극적인 활용과 적극적인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

극적인 IP의 활용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진행하는 

기업이 상대 기업으로부터의 IP 침해 주장 등의 분쟁

상황에 대해 방어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반면 

적극적인 IP활용이란, 보유한 IP의 라이선스 · 소송 · 매

각 등을 통해 경쟁사를 배척하거나 수익을 올리기 위

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소극적인 IP의 활용은 일반적

인 모든 기업들이 고려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러

나, 적극적인 IP활용의 경우에는 활용 과정에서 상대

편 기업과의 분쟁 발생 등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고려사항 때문에 기업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IP 수익화 방식은 상대 기업과의 갈등

이 존재하기 어려운 특허풀(예를 들면 MPEGLA 등)

을 활용하거나, 일종의 특허 담보 대출 성격의 S & LB 

(Sales & License Back)과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

법이 있다. 팬택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 기간 동안

에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수백 억원의 

금융 혜택을 받기도 했다. 반면에 기업이 팬택과 같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면서 기술력과 브

랜드 인지도를 가진 경우라면 IP 수익화가 용이한 분

야는 특허권과 상표권 등이 포함되고 노하우 · 기술 · 특

허 등의 포괄적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화도 함께 고려

할 수 있다. 적극적인 IP 활용에 있어서 특히, 특허 매

각이나 라이선싱을 통한 IP 수익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특

허를 포토폴리오로 구성하고 각 포트폴리오의 개별 특

허에 대한 클레임차트(침해증거자료), 소개자료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각 포트폴리

오 또는 특허를 필요로 하거나 잠재적 특허침해에 대

IP 수익화에 대하여

김충선 (MIP 6기)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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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리스크를 갖는 대상을 찾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일반

적으로 IP 수익화 과정의 모든 업무를 기업 내부에서 처

리하기 어렵다. 보안이나 기타 이유로 인한 경우 우수

한 대리인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수한 

대리인이란 기본적으로 보유 특허를 필요로 하는 수요

처를 잘 찾는 대리인을 말한다. 대상을 찾았다 하더라

도 잠재적 매수인 또는 라이선시(Licensee)를 설득하고 

강제하는 기나긴 여정을 거쳐야만 IP 수익화로 연결될 

수 있다. IP 수익화를 위해서 이른바 수익화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외부 매각을 동시에 진행해 라이선스 대상이 

빠른 시일 내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부 특허권

을 제3자에게 매각을 진행함으로써 매각 이전에 라이

선스를 신속하게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물

론 매각가와 라이선스로 인한 수익의 비교형량은 필요

하다.  

앞서 살펴본 IP 수익화는 해외 특허 특히, 대부분 

미국 특허를 활용한 측면이 크다. 이에 반해, 국내 등록

된 특허를 활용한 IP 수익화가 어렵다고들 이야기 한다. 

실질적으로도 팬택의 특허 수익화와 과정에서 현재까

지 국내 특허를 활용한 IP 수익화는 해외에 비해 상대적

으로 작은 규모였다. 대여섯 건의 거래만이 이루어졌으

며 금액도 상대적으로 소액에 그치는 등 상당한 어려움

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는 국내에서는 본질적

으로 특허가 갖는 특허 기술 권리 범위에 대한 질적 가

치와는 무관하게 사업 분야와 기술의 동질성, 보유 숫

자 등 외관적 가치에 비중이 반영돼 있다. 즉, 국내에서 

특허를 통한 라이선싱 및 소송 등의 협상, 분쟁을 통한 

제대로 된 특허에 대한 본질적 가치 평가의 사례가 적

고 그나마 이루어진 라이선싱이나 소송을 통한 손해배

상액도 소액이다 보니 특허의 가치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법원에 의한 판결 등으로 획득되는 특허

가치 평가의 사례가 작고 그 가치 또한 낮다 보니 당연

히 거래도 활성화되기 어렵다. 또한, 일부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은 국내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이란 명목 

하에 무상 양도를 하고 있는 것도 국내 IP 거래시장을 

교란시키고 특허 가치의 하락을 부추겨 IP 거래 등이 활

성화 되는데 장애가 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앞서 말

한 특허라는 특질의 무형재산에 대한 외관적 가치를 보

고 행해지는, 특허를 활용한 현물출자, 증여, 담보대출 

등 다소 본질에서 벗어나는 특허의 유사 거래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

의 IP 활용도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 하나의 IP 활용 

방법으로서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며, 향후 좀 더 발

전적인 활용을 위해 IP 수익화 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해

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해외 IP에 대한 수익화는 별론으로 하고, 국내 IP에 

대한 수익화는 IP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동기유발 동력

이 될 것이다. 이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국내 특허

를 통한 NPE(Non-Practicing Entity)등의 분쟁 상황을 반

기지 않기 때문에 국내 IP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정적 견

해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국내

에서 IP 경쟁력을 키워 해외에도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IP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에서의 분쟁 상황도 극복

할 수 있는 맷집을 키우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

엇보다도 재료가 되는 IP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P를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문학 · 법학 · 공학 · 경영 

등 다양한 지식을 겸비한 융합형 IP전문 인력을 양성하

고 확충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카이스트에서도 이광형 

교수님을 포함하여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IP허브코트 

추진과 국내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특허법 개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IP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좀 더 응집되고 지속될 때, 국내 기업들의 경

쟁력이 더욱 높아지고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쳐지

지 않고 선도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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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선 

(현)팬택 지식법무팀 IP총괄 

국내/해외 IP 수익화(애플 외 다수 매각/라이센싱) 진행 

국내 삼성전자, 엘지디스플레이 등 특허 침해, 직무발명 소송 진행 

해외 일본, 미국 다수 특허 소송 및 미국 ITC 특허소송 진행 

기술거래사/기술사업가치평가사 

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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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특허는 어떤 것인가. 특허 소유자라면 

자신이 가진 특허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 더 직접

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특허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얼

마를 벌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리고 특허를 출원

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특허를 어떻게 만들어야 가치가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실제 특허 거래에

서 사용되는 가치 판단의 요소를 알아보고자 한다. 거

래의 관점에서는 특허 가치 평가를 시장접근법이라고 

하며, 평가방법의 한 종류로 분류한다. 발명자, 연구원, 

특허권자 또는 가치 있는 특허를 선별해야하는 경우 

본 내용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20여년 전부터 기업에서 특허라이선스 협

상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전자기업들은 

미국, 일본 등 선진 외국기업들로부터 특허라이선스 

요구에 거의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열심히 방어하는 입

장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특허 협상 경력을 기반으로 

퇴직 후 특허 · 기술이전 전문회사를 세우고 본격적인 

협상 대리인으로서 전문 세계로 뛰어들게 되었다. 회

사설립 6년째 누적 계약금액 100억원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매우 큰 성공은 아니지만 나름 경험을 축적

하면서 업력을 쌓아가는 과정에 있다. 되돌아보면 협

상이 결렬된 경우가 성공 사례의 4~5배가 되니 적지 

않은 사건들을 경험한 것은 사실이다. 이제까지의 경

험을 통해 얻은 실제 시장에서 특허의 가치 판단에 영

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허 거

래의 경우 가치 즉, 가격 산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

항들이 기본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첫째는 EOU(Evidence of Use)로 우리말로 하면 침

해증거이다. 거래 대상 특허가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

다는 증거가 있다면 분명히 구매 의욕은 높아질 것

이다. 물론 증거의 진위여부는 면밀히 따져야 되겠지

만 특허권자 또는 판매자 측에서 EOU를 준비한다면 

협상력은 높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EOU는 특허권

리범위 대비 제품이나 기술을 비교하는 방식의 자료

(Claim chart)로 제작되는데, 제작 방식은 실물 제품을 

구입하여 분해하는 분석 방법(Reverse engineering), 표

준 관련 특허라면 표준풀에서 공개하는 표준기술과의 

비교 분석하는 방법, 온라인 조사를 통해 증거를 찾는 

방법 등이 있다.

그렇다면 미래기술 특허는 어떻게 할까? EOU를 

보여줄 수 없는 이유로 거래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

다고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약 미래를 꿰

뚫는 혜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비교적 용이하게 

특허 권리를 선점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발명자는 

발명 아이디어 단계에서 과연 해당 아이디어가 특허로 

만들어졌을 때 타인의 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것

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한 그 아이디어를 특허

로 출원할 때 청구권리범위 작성에서도 같은 고민이 반

영된다면 특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거래

협상에서 거론되는 중요한 정보가 ‘Encumbrance’이다. 

실제 거래에서의 특허 가치를 판단하는 요소

이영석 (MIP 7기)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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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로 짐, 지장 등으로 번역된다. 쉽게 말하면 해당 

특허로 수익화 활동을 할 경우 제약조건을 말한다. 가

장 기본적인 사항이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다. 이미 체

결된 계약은 특허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계약내용은 

승계되기 때문이다. 기존 라이선스 계약자들과 그 계

약에 규정된 의무는 말 그대로 특허 활용에 지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허권자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할 때마다 특허의 가치는 그만큼 하락한다는 것을 유

념해야 한다. 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의 대가를 산

정해야 함은 물론 불필요한 내용의 추가가 이후 거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이다.

마지막으로 특허와 관련된 실물 시장(Market)의 

규모와 지속성, 성장성은 특허의 가치와 관련이 깊다. 

주변에서는 특허를 아직도 너무 이상적으로 혹은 특수

한 시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시장에서 규모의 경

제력과 자본력을 가진 경우는 특허 자산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경영에 잘 활용하는 편이지만 반대로 경제적 

약자는 여전히 특허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고

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분명히 

특허의 가치는 관련 실물 시장의 크기와 비례한다. 시

장성이 큰 분야의 특허는 거래도 활발하다. 물론 위에

서 언급한 EOU 확보를 전제로 하는 말이다. 이런 특허

를 소유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 활용성과 수익화 가

능성이 높아진다. 경험적으로 비추어 볼 때 특허는 경

영과 밀접하게 활용될 때 그 가치가 더 높아진다. 특히 

기술 기반 산업 분야일수록 그러하다. 이를 잘 활용하

는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에서도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

고 특허 자산의 가치 활용을 통한 여러 이익을 누리는 

시대인 것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미국, 중국이 현재 실

물경제의 거대 시장인 만큼 이곳에 등록된 특허의 가

치가 절대적이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시장규모가 작

은 우리나라의 특허는 거래협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인식

이 부족한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세계 무대를 경영 목

표로 한다면 특허의 가치 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진출

할 지역의 특허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가치 있는 특허가 탄생하고 그 노력의 대가

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그러나 그리 진지하지 

않게 생각하는 특허의 가치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정

확히는 특허라는 자산이 실제 거래될 때 가치를 판단

하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거래 시 고려되는 사항들

이지만 일반적으로 특허 가치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인 요소로 보아도 무방할 듯 하다. 그러므로 이 요소들

은 우리가 가치 있는 특허를 확보하고 관리, 활용하는

데 반드시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

도 분명히 자산(Asset)이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

형자산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성이 낮거나 

무시하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 자산의 가치를 잘 파악

하고 활용하여 경영성과를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은 경영자의 의무이자 정당한 권리이다. 본 내용을 통

해서 현실적으로 특허의 가치를 판단하고 활용하는데

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영석 

(현)티앤아이글로벌 부사장 기술 / 특허 및 기술이전 전문

현대전자, BOE, 동부하이텍 특허팀 / 특허라이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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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은 최근 ‘Let’s Create SEOUL To-

gether!, 나처럼 서울에서 너도(Live Seoul like I do) 특

별한 경험을 만들고 공유해 보라 (Create & Share)’ 라

는 슬로건으로 외국인 관광객 홍보 영상을 선보여, 대

한민국 콘텐츠의 관광 상품화에도 큰 일조를 하고 있

다. 가히 BTS 열풍이다. BTS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5

조5000억원을 넘어서고, 관광객 유발 효과도 연간 80

만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이다. 

필자 역시 한류문화기업을 경영하면서 BTS화보

집과 화장품을 연계한 제품으로 해외 시장에 판로를 

개척했으며,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에 도전하고 있다. 

과연 BTS가 이끄는 전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며, 유지될 수 있을까?

2019년 5월 1일 미국 ‘Bilboard Music Awards’에서 

BTS가 ‘Top Duo/Group’ 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

졌다. 2017년부터 3년 연속 톱소셜 아티스트 부문상도 

수상했다. 특히 탑 듀오 그룹상은 빌보드의 본상을 수

상한 것으로 대한민국 음악 역사뿐만 아니라 전세계 

POP 시장에서 BTS의 음악이 상업성, 대중성을 동시

에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다. 미국 LA 

‘Rosebowl’에서 열린 월드 투어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공연에서 6만 명의 팬들이 한국

어로 ‘떼창’을 부를 정도이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언론

사에서 앞다퉈 BTS의 투어 현장을 생중계하거나 이슈

화 하였다. BTS의 앨범 ‘MAP OF THE SOUL : PER-

SONA’는 2019년 9월 현재까지 미국 ‘빌보드 200’ 에서 

BTS, 주류에서 벗어난 성공 방식에 주목하자.

이병하 (MIP 8기)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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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주째 롱런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BTS의 이러한 전세계적

이 열풍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잠잠하다.’ BTS에 대

한 분석이나 콘서트 실황 중계 등 이슈가 될만한 것

들을 제외하고는 언론이나 TV에서 대대적으로 다루

지 않는다. 심지어 추석 연휴와 같은 기간에 대한민국

의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에서 BTS 특집 방송을 편성하

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BTS는 출연하지 않았다. 무슨 

이유일까?

그 이유는 BTS의 성공 방식이 현재 주류 엔터테인

먼트 산업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BTS는 ‘발굴했다’가 

아니라 대중에 의해 ‘발견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BTS

는 소셜미디어(유튜브, 트위터 등)를 통해서 전세계의 

SNS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었고, 이 발견은 마

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에 비견될 

만한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더군다나 BTS의 음

악은 진정성을 표방하면서 멤버들 모두가 전세계 누구

나가 호출(post)하면 응답(reply)할 수 있는 SNS 공간

에서 손쉽게 만나는 ‘우리 동네 영웅’처럼 팬들에게 다

가가고 있다. 정말 좋은 노래란 없다. 소비자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기존에는 음반을 방송에 내보내

기 위해서 많은 영업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사의 선택을 받기 위해 아티스트

와 소속사는 엄청난 부담을 느낄 정도로 경쟁해야 했

다. 기존의 성공 방식을 그랬다.

그렇다면 그들의 음악은 어떨까? BTS 음악의 철학

은 너무나 단순 명료하다. 세상의 비상식적인 것에 분

노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메시지

가 담겨 있다. 미국이나 중남미의 주류 음악은 대부분 

섹스, 마약, 성폭행 등 미성년자를 둔 부모들이 듣기에

는 너무도 거북하다. 이에 반해 BTS의 음악은 이런 것

을 버리고, 한마디로 ‘Love yourself ’, 너 자신을 사랑하

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

다.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함께 듣기에 좋고, 곡을 듣는 

청소년들의 삶에도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는 반응들이 

많다. 방시혁 대표가 2019년 서울대학교 졸업식 축사

에서 언급했듯이 BTS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음악 

산업 생태계에 팽배해 있던 매너리즘에 대해서 ‘분노’

하고 완벽함을 추구한 것의 결과로 나날이 발전을 거

듭하고 있다. 기존 주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아티

스트를 발굴하고 키워가는 시스템은 무언가 틀에 박

혀 있다. 게다가 그 틀 안에서 아티스트는 실제로 자기

가 정말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없다. 기존 음악 산업

의 ‘때’가 묻을 수밖에 없고, 주류 엔터 회사들의 입맛

에 맞게 각색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듯이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것은 해당 아티스트

의 잠재력을 오히려 사장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보다 

더 비주류적인 모습이 있다. 바로 ‘팬’들을 바라보는 관

점이다. 전세계 BTS 팬들을 아미(Army)라 칭하고 있

는데, 그들은 BTS를 무작정 따라하는 ‘수동적’인 팬이 

아니다. 보통 음악 산업의 주류 아티스트들이나 소속

사들은 아티스트를 일정한 틀 안에 넣어놓고, 팬들도 

이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에 비해 

BTS와 방시혁 대표는 마치 ‘방목’ 하듯이 그들의 팬덤

(fandom)을 자연스럽게 놓아둔다. 아미는 스스로 성장

하고 BTS와 능동적으로 교감하고 있다. “아티스트가 

이렇게 하니깐 팬들은 무조건 따라 오세요”가 아니라, 

소셜미디어로 늘 친숙하게 다가오는 동네 영웅들과 일

상적인 대화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BTS의 성

공 전략이라고 평하지만,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BTS 

멤버들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팬들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KPOP 열풍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BTS는 기존의 주류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삶, 

일상적인 삶을 사랑하는 아티스트다. 그러면서도 주류

와 비상식을 거부하는 완벽한 음악을 지향한다. BTS의 

열풍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전세계인이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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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Z세대가 주축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과의 직접

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컨슈밍 과정을 면

밀히 분석하고 최적화시키고 있다. BTS를 비롯한 한

류 콘텐츠가 이와 같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브랜딩 

전략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

킨다면, 지속가능한 콘텐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Next BEATLES’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BTS 콘텐츠의 

성공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 산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핵심인 빅데이터, AI 

산업의 경우에도 BTS와 같은 콘텐츠의 최적화가 핵심

이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유튜브, 아마존, 틱톡 등의 

세계적인 콘텐츠 플랫폼 회사들은 기존 주류 방식에서 

이병하

(현)한류문화기업 (주)디콘그룹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학사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석사

대한민국 국회 표창(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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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 you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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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특허등록건수가 200만 건을 넘어섰

다. 200만호 특허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가 도입된 이

후 73년만의 성과로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독

일에 이어 세계 7번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

리나라는 1년에 21만 건 정도 특허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그 건수로 치면 세계 4위, GDP 당 특허 건수로서는 

세계 1위, 국민 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로 당당

한 세계 4위 특허강국이 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의 ‘2017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2019)에 따르면, KAIST는 2017년 기준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국내특허를 보유(5412건)하고 

있다
1
. 또 서울대학교(156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해외특허를 보유(1540건)하고 있다. 출원 건수에 있어

서도 2017년 국내 1073건, 해외 243건, PCT 117건을 

출원하여 서울대학교(967건, 196건, 123건), 고려대학

교(828건, 150건, 94건), 연세대학교(827건, 146건, 69

건) 등에 앞서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특허강국 대한민국을 선도하

는 대학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의 특허활동의 발자취

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허
2
 검색에는 ㈜윕스의 

WINTELIPS를 사용하였고, 2019년 9월 19일까지 공

개 및 공고된 특허를 대상으로 삼았다.

KAIST 특허활동의 역사는 1974년부터 시작된다. 

한국과학원(KAIS)
3
 명의로 1974년 12월 26일 출원된 

‘메탄올을 이용하는 발효 방법에 의한 단세포 단백질 

생산 방법’이 1976년 특허 제4987호로 이름을 올렸고, 

이후 1980년까지 한국과학원 명의로 6건이 더 출원되

어 모두 등록되었다. 1980년 전후로 한국과학기술연구

소(KIST, 現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명의로 출원된 특허

도 20여건 정도 등장한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는 1999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약 450건의 특허

를 출원, 약 370건이 등록되었다.

1980년 1월 출원된 ‘특1980-0000354’에서 한국과

학기술원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때는 아직 카

이스트가 설립되기 이전이지만, 출원공고일(1981년 

10월 27일)이 설립일 이후여서 출원인으로 한국과학

기술원이 표기되어 발행되었다.
4
 이후 한국과학기술

원은 2019년 9월 19일 현재 1만3755건의 특허에 출원

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국내특허, 출원건수 기준). 다

음에 나오는 ‘그림’에 1981년 이후의 연도별 특허/실

1 2위 서울대학교(4707건), 3위 연세대학교(3606건), 4위 고려대학교(3602건).
2 이하, 실용신안을 포함한다.
3 카이스트는 1971년 2월 설립된 한국과학원(KAIS)을 모태로 한다. 1980년 12월 카이스트가 설립되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통합되었고

(이후 1989년 6월에 다시 분리), 1984년 12월 학사과정으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대학(KIT)과 1989년 7월 합쳐지며 대덕캠퍼스로 이전하였다. 2009
년에는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가 추가로 통합되었다.

4 엄밀히 말하면 특허공보에 한국과학기술원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특1980-0001346’ 출원으로 출원일은1980년 3월 31일로 더 늦지만, 공고일은 

1981년 4월 22일로 가장 빠르다.

카이스트 특허활동의 발자취와 현황

최철희 (MIP 8기)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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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신안의 출원건수를 나타냈다.
5
 여기에는 앞서 언급

한 KIST(분리전까지)와 ICU의 특허출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출원건수는 1만4195건이다. 추이를 살펴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연간 20~60건 정도가 특

허 출원되다가 1995년에 100건을 돌파하고 이어 2006

년 500건을 넘어서는 등 연간 출원건수가 급격히 증가

했다. 2009년부터 수년 간 매년 1000건 이상의 특허출

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최근 몇 년간은 900건 정도

의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1994년 KAIST TIC/TBI로 

설립되고, 1997년 신기술창업지원단으로 확대 발족한 

후, 2006년 3월 출범한 KAIST 산학협력단의 역할에 

힘입어 특허활동이 보다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쪽에 이어지는 '표'는 각 출원구간별로 다출

원된 기술분야를 국제특허분류(IPC)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1980년대에는 유기화학 및 고분자(C07CDF, 

C08FG), 미생물 및 생화학(C12NP)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금속(C22C)과 반도체 장치(H01L)

가 상위 10개 기술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1990년대에

는 반도체 장치(H01L), 디지털 데이터처리(G06F), 전

지(H01M), 통신전송(H04B) 등 전자 · 통신기술이 상

위권에 포진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2000

년대에는 데이터처리(G06FQT)를 필두로 통신기술

(H04BLN)과 반도체 장치(H01L), 전지(H01M) 등 

전자 · 통신기술이 상위권을 석권한 가운데, 나노기술

(B82B)과 수술 · 진단분야(A61B)가 상위 기술분야에 

포함되었다. 2010년대에는 전자 · 통신기술의 비중이 

더욱 커져 상위 15개 기술분야 중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산업분야의 발

전과정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1981년 이후 출원된 특허 중 등록여부가 결정되

지 않은 건과 취하 및 포기된 건을 제외한 1만2714건 

중에서 최종 등록된 특허는 1만1284건으로 등록율

은 88.8%에 달한다. 등록특허 중 5631건은 등록료불

납, 존속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특허권이 소멸하였고, 

2019년 9월 19일 현재 5653건의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

속 중이다.
6

1980년대 국내에 출원된 특허 중 해외출원을 시도

한 특허는 전체의 17.8%를 차지한다. 1990년대, 2000

년대, 2010년대 출원에서는 각각 29.6%, 28.3%, 24.3%

를 달한다. 1980년대 이후 누적된 해외출원 특허는 

5 출원된 특허는 원칙적으로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되므로, 2018년 3월 이후의 출원은 일부만 공개되어 있다. 이 때문에 2018년과 2019년의 수치

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감안하기를 바란다.
6 출원 이후 권리의 양수·양도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등록건 모두에 대하여 KAIST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최초 출원시에는 KAIST가 출원인이 아니었지만 이후 권리양수를 통해 특허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도 있으므로, 상기 수치가 곧 현재 KAIST가 보유

한 특허권의 수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부연합니다.

[그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173

인은 삼성전자 주식회사로 609건을 카이스트와 함께 

출원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출원인은 한국전자통신연

구원으로 223건의 특허를 함께 출원하였다. 뒤를 이어 

삼성전기주식회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주식회사 엘

지화학, 주식회사 케이티, 엘지전자 주식회사, 에스케

이하이닉스 주식회사 등의 기업과 한국기계연구원, 기

초과학연구원이 40~70건 가량을 함께 출원하였습니

다. 10건 이상을 공동출원한 출원인은 약 50곳이었다.

앞서 언급한 ‘2017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

서’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특허출원 건수와 등록 건수

에 있어서 국내 대학 중 최고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지

만, 2017년 기준으로 기술이전 건수는 국내 대학 상위 

3600여 건으로 전체 출원의 25.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PCT를 포함하여 4개국 이상에 출원된 특

허는 3.4%에 불과하며, 1개국(주로 미국)에만 출원된 

경우가 14.5%였다. 10개국 이상 출원된 특허도 30건 

발견되었고, 가장 많은 국가에 출원한 특허는 해외 17

개국에 출원되었다.

전체 출원 중 한국과학기술원이 타대학 · 기업 · 연

구소 등과 공동으로 출원한 특허의 비율은 각각 1980

년대 1.5%, 1990년대 11.1%, 2000년대 21.6%, 2010년

대 20.2%로 나타났다. 전체 출원 중 공동출원이 차지

하는 누적 비중은 19.7%였다. 500여명에 달하는 법인 

또는 개인 공동출원인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출원

표. 출원구간별 다출원 기술분야 동향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순위 기술분야 건수 기술분야 건수 기술분야 건수 기술분야 건수

1 C07D 53 H01L 71 G06F 478 G06F 778

2 C07C 34 G06F 50 H04B 445 H01L 541

3 C12N 23 C12N 48 H01L 345 G01N 333

4 C22C 19 H01M 34 H04L 259 H04W 276

5 H01L 18 H04B 26 H04N 190 H04N 270

6 C12P 17 G02B 25 G01N 153 H01M 267

7 C07F 14 C12P 23 H01M 135 H04L 266

8 B01J 10 C04B 21 G02B 104 A61B 263

9 C08G 9 B01J 21 B82B 102 H04B 259

10 C08F 8 C08F 17 C12N 101 G06Q 236

11 B60L 99 G06T 222

12 A61B 91 C12N 176

13 G06Q 67 H02J 166

14 G06T 66 G02B 140

15 H01J 59 C01B 132

소계 205 336 2694 4325

전체 370 886 4729 8235



174

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제도의 틀 안에서 특허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주체인 이상,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성 있고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

울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실적을 위해 무의미하게 남

발되는 특허가 아니라, 보다 수익성 있고 강한 특허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카이스트가 되기를 바란다.

30위 이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기술료 수입

은 26억8000만원으로 1위인 서울대학교(41억7000만

원)와 격차가 많은 9위에 올라 있다. 다만, 기술이전 계

약 건당 기술료는 5960만원으로 숙명여자대학교(1억

470만원), 한국외국어대학교(9240만원), 한양대학교

(6130만원)에 이어 네 번째에 해당한다.

물론, 대학의 본래 목적은 학문연구와 교육을 통

해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있지 기술 개발을 통해 직

최철희

(현) ㈜프로키온 대표

(전) ㈜윕스 PCT조사팀장 

(전) ㈜윕스 특실조사팀장 

특허법률사무소 근무

반도체제조장비제조업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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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기업의 주요 자산이다. 기업공개(IPO)

에 나서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상표권의 중요성

이 한층 커지게 된다. 최근 대형 인수합병(M&A)이 이

뤄진 금호타이어 매각 건에서 상표권을 매각의 선결조

건으로 내건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표권은 기업의 가

치 산정과 관련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 중에

도 수익을 발생시킨다. 바로 상표 사용료이다. 지주회

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계열사들이 지주회사에 상표

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

지만 기업 오너가 상표권을 독점하는 경우 배임과 관

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상표권을 오너의 명

의로 등록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받는 게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다. 최근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이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본죽(본아

이에프) 김철화 대표와 부인 최복이 본월드 대표 사건 

등이 이런 케이스이다. 

2015년 특허청이 공개한 ‘가맹사업 분야 상표권 

보유현황 조사’에서도 216개 가맹본부에 등록된 상표

권 중 약 76.7%가 개인 또는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표권 관련 배임 문제는 

프렌차이즈가 개인사업자로 출발해 개인 명의로 상표

권을 획득하고 후에 법인 설립 시 상표권 양도를 유보

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인 설립 전에 상

표권을 가지고 상표권 사용료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기소 후

에 상표권을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상표 사용료의 일부

를 반환하는 경우, 법원이 배임 혐의를 엄격하게 적용

하지 않는 모습도 보인다. 

최근의 법원 판결에 따르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출원해 등록된 상표권으로 이익을 본 경우는 배

임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가맹사업을 시

작한 후에 오너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하는 경우 배임

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SPC 사건에서 법원은 가

맹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가맹점주들

이 내는 상표권 사용 수수료를 법인이 아닌 대표 개인

이 수취하는 경우 법인이 해당 수수료만큼 손해를 보

는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배임사건에서 상표권이 개발자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인 만큼 오너들이 상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정당

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짚어볼 만한 대목이다. 

프랜차이즈 ‘상표권’의 주인은 누구?

황동석 (MIP 8기)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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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함께 늘 거론되는 특허는 다소 차이가 있

다. 상표는 특허와는 달리 ‘발명자’라는 개념이 없다. 

상표는 발명으로 이룩된 것이라기보다 ‘선택’의 문제

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표법적으로는 ‘상

표 창작’이나 ‘상표 개발’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와 달리 특허에는 ‘발명자’ 개념이 인정된다. 특

허의 경우 발명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인정한다. 바로 

‘발명자 게재권’이다. 발명자는 특허권에 대한 지분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허출원서, 특허 공보, 특허

증에 발명자로 게재될 권리를 가진다. 발명자 게재권

으로 발명에 대한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상표권

의 가치는 지정 상품 ·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가 식별력을 가질 수 있을 때 발생하게 된다. 수요자가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게 하기까지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회사가 비용과 시간을 들인 

영업의 결과가 상표에 대한 신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

이 타당하다. 최근 프랜차이즈의 상표권 문제가 사회

적 이슈가 되자 특허청은 기존의 ‘상표사용의사 확인

제도’를 프랜차이즈 상표에 적용시키기로 했다. 프랜

차이즈 관계인이 상표를 취득하는 경우 상표사용의사

를 미리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다. 사용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다소 주관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오너가 상표를 

독점하는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동석 

(현)변리사(이건주특허법률시무소) 

삼성전자 통신표준, 반도체 사건 대리 

농협중앙회 등 자문 

네이버법률 칼럼 연재 

한국인터넷진흥회 평가위원 

지식재산경영인증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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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건설사를 제외한, 해외사업을 하고 있

는 건설사 대부분의 해외 수주 잔량이 지속적으로 줄

고 있다. 국내 주택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서 해외시장에서마저 경쟁력을 상실하면,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국내의 해외건설 산업생태에 상

당기간 치유하기 힘든 타격이 올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건설사는 최근 몇 년간 해외 EPC(설계에

서 구매 시공까지 모두 수행,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도급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예고되어 왔듯이 중국 건설사가 압도적으로 성장하였

고, 우리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했던 인도와 터키 등의 

해외 하도급사도 하나둘 국내 건설사를 위협하는 수준

까지 도달하였다. 건설과 같은 수주 산업은 수주 잔량

이 성장을 가늠하는 지표인데, 경쟁사의 성장과 함께 

국내 건설사의 수주 잔량은 지속적으로 줄더니 결국 

바닥까지 드러내는 중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

로 국내 SOC 사업 규모는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포트폴

리오 유지 등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위기를 타개 

할만한 방법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시작된 출혈 수주의 부작용으로 회사

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만큼, 수주 잔량 감소를 예전처럼 출혈경쟁을 통해 다

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내 건설사 사이의 협

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과보다는 분쟁이 늘고, 유

가하락에 따른 발주량 감소는 결정타가 되고 있다.

국내 건설사의 기술 경쟁력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설계 능력은 해외건설산업의 시작

부터 이어진 고질적인 문제였고, 1970년대부터 외화

벌이를 담당하던 시공능력도 신흥국가의 등장으로 경

쟁력을 잃고 있다. 건설이 3D 업종이라는 인식 변화로 

우수한 인적 자원의 신규 유입은 줄고, 기존 인력만으

로 유지만 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기존 경쟁력을 유지

해 온 것만으로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국내 건설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형 산업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

할 것 같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던 일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강

자의 자리를 차지하던 EPC와 같은 단순도급에서 벗

어나 고부가가치 분야 진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거

나, 건설에 금융을 부가한 개발자(Developer)로서의 능

력을 갖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금융’과 같은 개발자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지 못

하면, 아래로는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국에 쫓기고 위

로는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밀리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인식의 변화와 함께 우수인력이 건설산업에 유입

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 인력이 새로운 분야를 학습

하여 현재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

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 인력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기로에 놓인 한국 건설산업

임상식 (MIP 9기)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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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이 늘고 있다는 점은 다행

스러운 점이다. 

KAIST MIP에서는 IP를 중심으로 석사과정이 운

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건국대학교의 부동산대학

원, 한림대학원의 미국법학대학원, 서울시립대의 도시

대학원 등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부활은 외부 환경변화보다는 

기존 건설인력의 인식전환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임상식

(현)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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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꽃’

위의 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꽃’ 이

다. 이 시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과 존재의 인식에 대

한 갈망을 표현한 것으로 어떠한 사물이나, 인물에 대

한 존재감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곤 한다. 특허

의 국가별 조기권리화에 대한 방안을 고찰하기에 앞서 

사물에 대한 존재감과 상징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

이 의아할 수 있다. 특허라는 무형의 권리를 하나의 객

체로 인식하고 권리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

면, 이는 형태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사물 또는 인물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특허가 권리로서 존재감을 가

지고 정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

차가 특허 심사과정이다. 즉, 하나의 특허는 심사과정

을 통해 ‘등록’이 되어야만 비로소 권리로서 그 존재감

을 가지게 된다. 하나의 몸짓을 벗어나 의미를 가진 꽃

이 되는 것이다. 결국, 특허 심사과정은 출원단계의 특

허에 의미를 부여하여 꽃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별로 이러한 심사과정에는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기술이 첨예하게 발전하고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출원

건수가 증가하여 가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특허 

심사과정에 많은 수의 적체와 지연 건이 발생하고 있

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심사지연에 대응하여 주요 출

원국가별 조기권리화 방안 및 간단한 실무적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허심사하이웨이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제1국의 특허를 타국가에서 우선심사 받기 위

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이는 체약

국간 심사품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 상호간

의 심사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다. 제1국의 특허출

원 후 심사과정을 통해 ‘등록’가능한 청구항이 존재할 

주요 국가별 특허 조기권리화 방안에 대한 고찰

김상훈 (MIP 10기)

미래의 질서를 발견하다 



180

때, PPH 체결국인 타국가에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여 

조기심사 과정을 통해 타국가에서도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림1>과 같이, 제1국의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인

용문헌(선행자료) 및 등록가능 청구항, 심사관련 통지

서를 번역하여 별도의 PPH 신청을 진행하면 타국가 

특허청에서는 제1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PPH 제도의 장점은 조약이 체결된 다

수의 국가에서 등록 가능한 청구항을 통해 조기에 심

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초 제1국에 등록된 청

구항과 유사한 형태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

이다. 하지만 최초 심사과정에서 등록 가능한 청구항

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1국의 심사과정 중 다툼이 발

생하는 경우 그 신청 시점이 늦춰질 수 있는 단점이 있

다. 한국의 경우 IP5의 위상에 걸맞게 전세계 약 31개

국가와 PPH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주요 

권리활용국가인 미국, 독일, 일본 및 중국 등도 포함되

어 있다.

우선심사제도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며, 별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특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

사에 착수하는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채택한 주요 국가는 한국, 미국, 유럽(EPO), 오

스트레일리아(호주) 등이 존재한다.

먼저 한국의 우선심사제도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

는 ‘특허’ 또는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된 ‘실용신

안’ 출원에 대해 타 출원 건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

는 제도로, 별도의 신청을 통해 우선심사대상으로 선

정될 때 효과가 발현한다. 이는 출원 시 우선심사청구

를 하지 않더라도, 심사청구 기간 내에 언제든 별도로 

신청가능하며, 신청인 또한 누구든지 가능하다. 한편, 

우선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으로는 ▲출

원 공개 후 타인에 의해 출원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

는 것이 인정되는 발명 ▲우선 심사 신청자가 출원발명

에 대하여 직접 선행기술 조사 후 그 결과를 특허청장

[그림1] PPH 절차 흐름도

[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8079&catmenu=m11_02_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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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직 출원 공개 전 사건이라 특허 번호 및 내용은 밝히지 않는다.

에게 제출한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후자의 조건에 부합하여 우선심사를 

청구하게 되며, WIPS, KIPRIS등의 조사기관을 통해 

검색된 선행문헌들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게 된다. 

실무상 활용을 통해 심사기간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었

는지를 확인해보면 심사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다. 

<그림2>에 보이는 내역은 2019년 7월 한국 특허청

에 출원 후 우선심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1
 그림의 오른

쪽편의 날짜를 보면 7월 24일 출원과 함께 우선심사를 

신청하였고, 약 일주일 후인 7월 31일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우선심사가 결정되었다(8월 2일). 

이후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를 받는데 까지 걸

리는 기간은 약 4주로, 최초 출원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최초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 물론 

사건별, 심사국별 편차가 존재하겠지만, 한국 우선심

사청구 시 빠르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한국과 유사한 우선심사제

도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우선심

사제도가 존재하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제도로 ‘트랙 

1’(Track 1)이 있다.

이는 한국과 달리 출원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

며, 심사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신청을 위해서는 높은 우선심사 청구 관

납료가 소요되며 전체 청구항의 개수 또한 독립항 4개 

이내, 전체 청구항 30개 이내로 제한적이다. 

<그림3>의 표는 트랙 1을 신청하기 위해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관납료이다. 미국 출원을 진행하여 활

용하는 대부분의 출원인들이 ‘Large Entity’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해보면, 우선심사 청구에만 4000달러가 소

요됨을 알 수 있다. 미국 특허청에서는 우선심사의 효

용성을 높이기 위해 트랙 1 청구 건수를 1년에 1만 건 

이내로 제한한다. 즉, 돈이 있어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건수는 미국 특허

청 홈페이지(www.uspto.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랙 1의 자격이 유지되는 요건으로는 ▲출원인

에 의한 기간연장이 없을 것 ▲거절이유에 따른 보정

안이 독립항 4개 이하, 전체 청구항 30개 이내를 유지

할 것 ▲‘RCE’ 또는 ‘Appeal’ 신청이 없을 것으로 만약 

위의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못한다면 트랙 1

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즉, 우선심사에서 일반심사

로 순위가 밀리게 되는 것이다. 트랙 1 제도를 통해 미

국 내 우선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통상 6~8개월 내 특

허청의 1차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으며(미 특허청 

가이드는 12개월 이내) 마찬가지로 기술분야별 편차

는 존재한다. 또한 트랙 1 외에 우선심사를 위한 제도로 

‘AE’(Accelerated Examination Request with Search Report)도 

존재한다. 이는 심사관에 의한 선행기술 검색이 생략

되는 대신 별도의 선행기술 검색을 통한 선행기술 보

고서를 제출해야 해 사전 검색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선행기술 보고서를 통한 검색 결과는 특허청 심사관이 

별도 검색 없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그림2] 우선심사 결과 

[출처] 자체 제작 (LG전자 특허관리시스템)

[그림3] US Track1 Fee table

[출처] https://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fees-and-

payment/uspto-fee-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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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한국, 미국과 같이 확연한 심사기간 단축을 기대

하는 것은 욕심일 수 있다. 문턱이 낮은 만큼 누구나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 IP5에 해당되는 국가는 아니나, 영미

법계를 따르는 국가들 중 최근 권리활용 빈도가 급증

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는 아마도 과거 삼성과 애플의 

휴대폰 소송을 통해 관할이 유명해진 탓
4 
이기도 할 것

이다.

호주의 우선심사제도는 유럽의 제도와 유사하게 

별도의 증빙자료나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상업적으로 중요하다거나,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특허

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우선심사 청구 시 그 사유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등 유럽과 차이점이 있다.

한-미 특허 공동 심사

한-미 특허 공동 심사(Collaborative Search Program, 

CSP) 제도는 한국과 미국 특허청의 공조를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2017년 11월 1일 이후 2020

년 10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이

미 1차 파일럿 기간을 통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

되었으며, 2차 파일럿 기간 중에는 일부 요건을 변경, 

3년간 진행된다.

제도의 취지는 한미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 경우 

선행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빠르게 심사하여 결과의 정

확성 및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한미 양국의 심

사결과가 동일(양국 모두 등록 혹은 거절)하다는 특징

이 있다. 아래 <그림4>를 통해 1차 파일럿과의 차이점

을 보면, 출원 청구항 중 독립항이 동일해야 함으로 신

청 요건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며
2
 전체 청구항 수는 20개 이내로 제한된다.

이러한 AE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등록 이후 권리활용단계에서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

는 선행문헌들을 모두 심사관 고려대상으로 선행기술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Ultra-Tex Surfaces, Inc. v. 

Hill Bros. Chemical Co., (204 F.3d 1360, Federal Circuit, 

2000)’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특허 무효주장을 하는 자

가 특허청 심사관이 고려한 선행자료와 동일한 자료

를 통해 무효를 주장할 경우, 심사관의 심사가 잘못되

었다는 가정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 

즉, 심사단계에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선행문헌들

을 모두 고려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등록 이후 특허

의 권리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특허청(EPO)을 통해 유럽에 출원된 특허들

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별도로 존재한다. 

‘PACE’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 한국, 미국에서의 우선

심사제도와 달리 그 신청절차가 번거롭거나 비용이 많

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PACE의 경우 출원 시 혹은 출원 이후 어느 시점

에서든 별도의 신청을 통해 대상 건으로 선정될 수 있

다. 이때 신청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도 없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기타 수수료(국가 지정료, 심사청구

료 등)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답변서 제출기한 등 마감

기간을 놓치는 경우에는 PACE 지위를 상실하며 해당 

지위는 복원되지 않는다.

유럽 심사관과의 기술인터뷰 중 PACE 신청에 대

해 문의해본 결과, EPO를 통해 출원되는 건 중 30% 가

량만 PACE 신청을 통해 출원된다. 결국 PACE 신청 건

들 내에서도 우선 순위가 존재한다는 푸념을 들은 기

억이 있다.
3
 즉, 신청이 자유롭고 별도의 비용이 없는 

3 인터뷰를 진행한 심사관의 업무방식은, 믿기 어렵지만 아침에 출근 후 가장 먼 선택한 특허와 동일한 출원인이 신청한 PACE 건들을 일괄 심사하는 것이었다.
4 실제로 애플이 최초 가처분을 신청한 4개 국가에 오스트레일리아가 포함되어 있다.

2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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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호주의 경우 호주 실용특허(Innovation patent) 

제도를 통해 장치 혹은 방법 발명에 대해 새로움(Nov-

elty)과 ‘Innovation step’만을 만족하면 활용 가능한 권

리로서 증명(Certification)을 받아 활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 통과한 공청회 결과로 2019년 중 해당 제도가 폐

지될 예정
5
이다. 하지만 제도가 폐지되어도 권리기간

이 남아 있는 실용특허는 여전히 활용 가능해 만약 호

주에 권리활용이 필요하다면 2019년 연말까지가 출원

을 위한 적합한 시기이다.

실무에서 실용신안 제도는 시장 내 확실한 침해

제품이 존재하여 당장 권리활용이 필요한 경우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모출원의 분할 출원 혹은 

‘Branch off’를 통해 침해품과 매칭되는 형태의 청구항

을 작성하여 실용신안 혹은 실용특허의 형태로 출원할 

수 있다.
6 
 이후 모출원은 심사과정에서 침해품을 커버

하면서 보다 넓은 실시 예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청구

항을 보정하며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당장 활용 

가능한 실용신안을 통해 시장 내에서의 1차 견제를 진

행하면서 동시에 후에 등록 받은 특허권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림4] 한미 특허공동심사 신청요건

[출처] https://www.kipo.go.kr/kpo/HtmlApp?c=80791&catmenu

=m11_02_16

실용신안 제도를 통한 국가별 조기등록 방안

주요 권리활용국가의 실용신안(Utility model) 제

도를 통해서도 특정 기술에 대한 권리를 조기에 확보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실용신안도 실체 심사과정을 

통해 권리가 확정되므로 이제는 특허와 별다른 차이점

이 존재하지 않지만, 아직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

의 경우 방식심사만을 통해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 물론 추후 권리 활용 시에는 별도의 기술평

가 혹은 실체 심사과정을 통해 특허를 ‘Enable’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은 존재한다. 아래 <그림5>는 

주요국가의 실용신안 제도를 비교한 도표이다.

5 현재 폐지를 위한 법안이 상원의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공청회 결과에 따른 폐지 의견이 취합된 상태이다. 참고 링크(https://www.zdnet.com/article/
senate-committee-happy-for-the-phasing-out-of-innovative-patents-system/)

6 하지만 중국의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으로의 분할출원이 불가능하다.

[그림5] 국가별 실용신안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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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알아본 주요 국가별 우선심사제도는 가

장 대표적인 것들로, 실무상 활용빈도가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이외에도 기술 설명회, 심사관 인

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특허의 권리화 기간을 단

축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제도를 선택할지는 전략적

인 접근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우선심사제도가 

항상 특허등록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즉, 항상 긍정

적인 결과만을 가져올 수는 없다. 다만, 심사관의 1차 

심사결과를 통해 출원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선행문헌

의 존재여부나 심사견해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을 단

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원출원 특

허의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고, 필요 시 보정 또는 분

할출원 등을 통해 발명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은 본고의 초입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몸짓이 꽃

이 되는 과정과 동일하다 할 수 있다. 특허권은 시장에

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심사과정은 필수 적으로 거쳐가야 하는 

단계이다. 본 글이 이러한 심사단계를 보다 신속하게 

혹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 이 되었다.

김상훈

(현)LG전자 특허센터



이기는 것이 더 익숙한.

쉽게 지지 않는.

좌절과는 가장 멀리에 있는.

무엇보다 지식재산의 쓸모를 아는.

리더스 리그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역경에서도 불만을 품지 않고, 출세해도 기뻐하지 않으며,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는다.” 

 

- 장자 -

리더스 리그, 

마스터스 클럽

리더스 리그, 마스터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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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드는 생각

Commemorative Book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 공개(ICO)뿐 아니라 소위 

증권형 토큰(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

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ICO 등 전면 금지 발표 이후 

이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제정이나 개정은 

2019년 10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법률 또는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통해서

만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즉, 현재 상

태에서 정부는 ICO나 STO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하

거나 중단시키는 합법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이다. 정부가 사기, 유

사수신, 불법 다단계 판매 등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수

반된 ICO는 형사처벌 하고, 자본시장법상 인 · 허가, 등

록, 수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반한 STO는 행정처분 또

는 고발 조치를 하는 이유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혁명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금융 및 자본시장 혁신 흐름에 한국 

기업이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글로벌 기

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와 STO에 대한 정부

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

한 경우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는 건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다. 다만 미국은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ICO · STO를 처벌한다는 입장이고, 한국 정부는 법령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ICO · STO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무상으로 그 법적 효과는 동일하다. 현행 법령

을 위반하면 처벌되고, 위반하지 않으면 다 가능하다. 

양국 정부 입장 차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차

이는 막대하다. 미국은 세계에서 ICO와 STO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와 실시 기업 숫자가 가장 큰 국가다. 블

록체인 혁명을 선도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식적

으로 ICO를 진행한 기업은 단 한 개뿐이다. 공식적인 

STO는 없다. 

ICO를 빙자한 사기,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업체

는 현행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투자자를 보호하면 

된다. 단, 합법적인 ICO, STO를 장려해야 한다. 투자

자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ICO와 STO를 전면 금

지한다는 건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은 아닌지 심하게 우려스럽다. 

현행법상 주식은 종이로 된 실물 주권 또는 법률

에 의해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미발행 된 권리 형태의 

주식 등 3가지이다. 주식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면서 

모든 상장사 주식은 전자등록주식으로만 발행 · 유통돼

야 한다. 비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전자

등록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자증권법 상 전자등록이란 주식 종류 · 종목 · 금

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에 관한 권리 발생 · 변

전자증권법 시행과 정부가 STO 시각을 바꿔야 하는 이유

권단 (MIP 3기)

리더스 리그, 마스터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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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또 주권

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회사 주식은 단순히 권리 상

태에 있다. 이런 형태 주식은 자본시장법 상 규정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

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는 간주증권 개념으로 포

섭할 수 있다. 주권이나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주식이 

아니면서 블록체인 상 토큰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

식 종류 · 금액 · 권리자 · 발행자 등 내용이 ‘표시’되면 주

권과 유사한 것이다. 즉, 출자지분이 표시된 주권 유사 

지분증권으로 분류하면 된다. 

블록체인 상에 이러한 권리 내용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발행된 토큰은 자본시장법 상 주권 또는 출자

지분 간주증권으로 분류해 소액공모, 사모 등 발행 유

형별로 정한 규정을 준수해 합법적으로 토큰 형태 주

식을 발행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규

제 샌드박스를 통해 코스콤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승인하였다는 사실이다. 

위 서비스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블록체인 상에서 

P2P 형태로 유통시키기 위한 증권 유통시장 측면의 플

랫폼 서비스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서비스

가 실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토큰 형태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행위(STO)에 

대한 정부 입장이 우선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용자가 거의 없는 빈껍데기뿐인 플랫폼이 될 것이다. 

물론 기존 발행된 비상장주식을 코스콤 플랫폼에서 토

큰형 주식으로 전환해 P2P 유통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허용하면서 애초 발행단계

에서부터 기업들이 블록체인 상에서 주식을 토큰 형

태로 적법하게 발행하는 것을 거부할 명분이 더 이상 

없다. 토큰 형태 주식은 단순히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

경 · 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

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전자등록주식은 전

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을 말한다. 전자등록

기관은 주식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

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

다. 한국예탁결제원 외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허가받

은 곳이 아직 없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블록체인 기반 

주주총회 전자투표와 채권장외결제시스템에 블록체

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전자등록계좌부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없어 보

인다. 반면 미국 예탁결제원은 액센추어, R3 등과 함께 

블록체인이 미국 증권시장의 일간 거래를 지원할 만

큼 충분한 확장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실험을 

지난해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가능성을 인정했다. 러시

아 예탁결제원 역시 자국의 주식시장 결제 및 청산 업

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디지털 예탁결제원 

D3레저 프로젝트를 스위스에서 진행한다. 전자증권법

에서 전자등록계좌부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면 그 

위에서 발행 · 등록 · 거래되는 전자증권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정부가 전면적으로 그 발행

을 금지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즉 토큰

형 증권 또는 증권형 토큰이다. 

물론 토큰 중에는 증권성을 가지지 않은 비트코

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유틸리티 토큰도 있다. 그럼 

토큰 형태 주식은 자금조달 규제 법령인 자본시장법 

상 증권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까? 

자본시장법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개별 증권 

정의 규정에 각 유형별 증권 종류를 예시적으로 열거

한다. 또 열거된 증권과 유사한 권리를 표시한 증권

은 유사 개별 증권으로, 권리가 표시되지 않은 증권은 

간주 증권으로 포괄해 규제한다. 예를 들면 주식의 경

우 실물로 발행된 주권을 지분증권의 한 예시로 열거

한다. 전자등록주식은 지분증권 정의에서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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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등록주식과 동일한 유형일 뿐이다. 한국예탁결제원 

등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업자들이 전자등록계좌부

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할지 여부는 해당 업자들의 선

택 사항이다. 반면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비상장회사

가 블록체인과 무관한 법률상 전자등록주식이 아닌 블

록체인 상의 토큰 형태로 주식을 발행할지 여부 역시 

개별 기업의 선택 사항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 이상 

각 기업들이 법령을 준수하여 토큰 형태의 주식을 블

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할 명분과 실익

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권단

(현) 법무법인(유) 한별 블록체인자문팀/ 벤처스타트업센터의 팀장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금융투자전공)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네오위즈홀딩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정회원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임원

중소벤처기업법포럼 상임이사

후오비코리아 블록체인스타트업 멘토링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 

법무법인(유) 동인 금융팀 파트너 변호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MBA 겸임교수 

카이스트 MIP 저작권/엔터테인먼트 특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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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 선택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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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 진술의 중요성과 위험성

최근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칼부림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당시 한 회사의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

이 좋은 성과를 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 낮부터 회식자

리를 가졌는데, 이때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말다툼이 

발생했다. 화를 참지 못한 한 사람이 결국 근처 식당에

서 가져온 주방용 칼을 이용해 칼부림을 벌였다. 이 사

건으로 일부 피해자가 칼에 찔려 수술까지 하게 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사건이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여자 피해자에 대한 범죄 혐

의가 문제되었다. 폭행당한 여자 피해자가 성범죄(강

제추행)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피의자는 당일 현행

범으로 체포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바로 구속까지 

되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의자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는 폭행을 행사하는 과

정에서 발이 성기에 닿았다고 주장했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단순 폭행이 아닌 ‘의도성’이 다분한 폭행 부

위였다는 지적을 했고, 그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었

다. 하지만 검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

과 함께 확보된 cctv, 피의자가 만취 상태였던 점, 피의

자와 여성 피해자와의 직장에서의 관계 등으로 종합적

으로 보았을 때, 의도적인 성추행이라고는 볼 수 없다

는 결론을 냈고 단순 폭행으로 의율되었다. 초반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cctv 등 주요 핵심 증거를 

검찰이 보여주지 않아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사 당시 변호인의 입회로 방어권이 확보

되고 이후 구속적부심 절차를 통해 석방되었다. 또 피

해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성범죄 역시 무혐의 처

분되었다.

성범죄는 대부분 피의자와 피해자간 내밀한 영역

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례가 많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에 의존하는 경향

이 많아 진술에 대한 번복점을 찾거나 정황증거와 비

교를 통한 모순점 등을 밝혀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

이 있어, 처음부터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영업의 전부인 특허권의 모방을 넘어서는 침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영업 노

하우를 특허로 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사업

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방 혹은 약간 변형하거나 

다시 재창조하여 유사한 사업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특허로 자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도 같이 

일을 하던 동업자나 혹은 그 기술력을 습득한 직원이 

기술력을 기초로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특허권의 침해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하

는 경우가 많다. 최근 건축 방법 중 하나인 ‘스틸하우

스’라는 공법을 가지고 하우징 사업을 벌여온 한 사업

가가 동업자에게 일종의 배신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

성범죄 진술과 특허권 모방,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단상

김현식 (MIP 3기)

리더스 리그, 마스터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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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동업자는 시공기술을 알고 있는 기술자를 섭

외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차리고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건설업을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이미 위 공법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별도의 사업체를 차린 동업

자는 사업상 홈페이지까지 거의 동일하게 구성하고, 자

신의 공법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도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홍보하였다.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형사 

조사는 의료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사 이전 기술 특허 자

체에 대한 동일성 혹은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리 

확인 받은 후, 정황이나 경위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조사에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처벌은 

양형 기준상 가감인자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8월에서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데 대부분 피의자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 현실이다. 

형사처벌이 피해에 비하여 무겁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

사처벌을 토대로 민사소송에서의 조정과 합의를 진행

하기 때문에 고소를 통한 신속한 조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상화폐 기술과 범죄자들의 유혹을 통해 본 규제의 필요성

종전 전형적인 사기의 행태들은 투자를 빙자한 사

기 혹은 해외 투자처를 빙자한 방식이 득세였다. 하지

만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기반한 가상화폐가 유행하게 

되면서 ICO를 빙자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가 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발행을 내세워 투자사기

를 벌인 의혹은 받는 코인업체 대표가 특경법(사기) 등

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 벌어지고, 암호화폐 발

생을 기반한 특정코인의 발행 및 발행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의 설립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암호화폐를 가장한 투자 사기의 경우 ICO 이전에 

기간 별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형태를 취한다. 거래소 

설립 전 별도의 법인을 세우고 각 투자 모집책 별로 투

자 밴드를 설립하면서 ICO 이전 기간 별로 목표 금액의 

할인된 금액으로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형식으로 투자를 받는다. ICO 이후 거래소가 목표 금

액까지 오르지만, 바로 십원 대까지 수직 하락하게 되

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손실보전하기 위하여 

거래소에서는 바이백 등 여러 가지 정책을 공지하여 피

해자들로 하여금 추매를 유도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경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

무상 횡령, 유사수시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쟁점이 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들은 다

단계 투자 유치를 할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을 회피하

기 위해 투자 모집시 추천인 제도 등의 명칭으로 한 차

례에 국한하여 지인 투자 유치 시 코인을 지급하는 방

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는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법적 제도화가 되어 있

지 않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자본

시장법상 거래소의 시세조정행위(제176조 이하)와 무

인가 영업행위(동법 제11조 참조)에 대해 명확히 확립

된 대법원 판례가 없고, 관련 법령에 금융투자 상품으

로 열거된 각호에 암호화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

유로 수사에 소극적인 예가 많다.  블록체인 기술이 4

차 산업의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가상화폐에 대한 대중

들의 이해도가 점점 높아져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 영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이후에는 암호화폐를 방치하여 피해가 양상되는 부분

은 방지해야 한다. 이에 자본시장법이 가상화폐에 대한 

직접 적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법률로

서 규율을 하되 대법원의 판례나 금감원 등 관련 부처

의 유권해석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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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충남대 법학, 상사법 대학원 

한국증권금융 교육 수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교육수료  

사법연수원 40기(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검, 서울고검 법무관 

과거사 진상위원회 T/F 손해배상팀 팀장(표창)

AT네트웍스 감사 

(전)광주지방법원 조정위원 

(전)법무법인 고도(의료소송 및 형사소송) 



196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권 무역수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분야는 매해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산업재산권 분야는 비록 규모가 줄어

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2018년 한 해에만 특허 부문에

서 약 1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분야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로 국가를 미국으

로 한정하는 경우, 2018년 적자 규모는 약 34억 달러로 

증가한다. 이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특허 부문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전기전

자제품 제조 대기업이 미국에서 지불하는 특허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허 분쟁에 있어서 제조업체는 대부분 약자의 위

치에 놓이게 된다. 만약 소송을 건 특허권자가 비제조

업체인 경우에 특허분쟁에 있어서 제조업체의 약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특허의 무효나 비침해를 위한 수비

적 대응 말고는 없다. 특허권자가 제조하거나 판매하

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아무리 강한 특허

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자를 상대로 적극

적 대응을 할 수가 없다.

특허권자가 제조업체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대

기업의 경우에는 클레임을 받은 업체가 제조하거나 판

매하는 물량이 특허권자의 물량보다 월등하게 많아 판

매금지나 고액의 로열티 지불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

면 특허 분쟁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특허 분쟁에 있어서의 미국의 위상은 그 어느 나

라보다 높아 대부분은 미국을 무대로 벌어진다. 그 이

유는 제조업체 대부분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중요성도 원인이

지만, 무엇보다 헌법(Patent and Copyright Clause)과 오

랜 기간 누적된 판례를 통해 신뢰성 있게 발명자의 권

리를 보장해 왔던 미국의 법적 제도와 절차도 큰 영향

을 미친다.

NPE(Non Practicing Entity)는 보통 Patent Troll과 

결부되어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원래 뜻은 

개인이나 대학처럼 특허된 제품을 생산이나 판매하지 

않는 개인이나 조직을 의미한다. NPE는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제조업체

의 약점이 없어서, 만약 강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제조업체 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로열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

도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특허수지 개선

을 위해서는 강한 특허를 보유한 다수의 NPE를 확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한 특허는 보통 특허를 통한 수익화가 가능한 

특허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유사 선행기술이 적어 특허의 유효성이 강하고, 

회피가 용이하지 않아 타깃제품에 대한 커버리지가 넓

으며, 타깃제품의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높아 특허권 

행사로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특허라

고 볼 수 있다.

특허수지 개선을 위한 한국형 NPE 발명활동 활성화 필요

박정철 (MIP 5기)

리더스 리그, 마스터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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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특허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일반적 오해 중에 

하나는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조직적 연구개발의 결과

로서만 만들어진다 인식이다. 하지만 기업체에서 20

여년 간 IP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강

한 특허는 조직적 연구개발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특

허도 있지만,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아이디어만으로 

미래제품을 예측하여 만들어낸 소위 개념특허의 비중

도 적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

터에 연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특허법 101

조의 개정을 통해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적격

성(Patent Eligibility) 제한을 완화하여 특허권자를 더

욱 보호하려는 개정안(상원의원 Chris Coons and Thom 

Tillis의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어 향후 개념특허는 특

허권자 보호 차원에서 그 비중이 점점 더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된다.

과거 ‘빨리 빨리’로 대변되는 한국인의 특성은 일

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역동적이라는 강점도 내포하고 있다. 

장인정신으로 대변되는 일본과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한국인의 특성이 발 빠르게 우수한 개념특허를 선점하

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형 NPE의 발명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관

심분야가 유사한 IP전문가와 기술전문가가 공동으로 

소규모 발명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 매칭을 위

한 플랫폼 구성이 필요하다. 발명팀의 발명활동 과정

에서 필요한 공간이나 기술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

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신뢰성을 겸비한 위원회를 

운영하여 우수발명을 선정하고, 해당 발명에 대하여는 

해외 출원과정이나 특허 등록 후 수익화 과정에서 발

생되는 비용 지원도 필요하다.

박정철

(현)삼성전자 IP센터 기술분석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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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대한민국의 200만 번째 특허가 등록

되었다. 특허청은 생명공학 기업 ‘오름테라퓨틱’의 종

양성장 억제에 관한 바이오 기술이 특허 200만호로 등

록되었다고 밝혔다. 1948년에 중앙공업연구소(현 국

가기술표준원)의 ‘유화염료제조법’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특허로 등록된 이래 71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 

그러고 보니 벌써 우리 지식재산권의 역사가 70세

를 넘었다. 이쯤이면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

시 한 번 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고대 중국의 4대 발명

품 중 종이와 인쇄술은 지금의 전자문서와 인터넷과 

같이 지식의 축적 · 확산을 통해 문화와 기술발전의 초

석이 됐다. 또 나침반은 해상무역과 교류를 통해 경제

적 이득과 동서문명의 교류를 이루어냈으며, 화약은 

중세 이후 보유국과 미보유국의 존망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한글과 금속활자, 거북선 등 세계

사적으로 뛰어난 발명이 있으며 5000년 역사가 유지

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세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금융은 지식재산의 그것을 ‘퀀텀업’ 

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다. 지난 3월 금융의 

선진화를 명목으로 금융당국의 IP담보대출 활성화 정

책으로 출시한 ‘지식재산 담보대출’은 사실상 정부당

국의 압박으로 탄생한 상품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실

적이 그리 괄목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아직 IP

를 수익화 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금융기관 입장에서

는 담보물로서의 매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문

제는 각종 은행과 평가기관들이 앞다투어 기술평가센

터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쌓인 IP대

출 노하우가 없어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와 면책에 

대한 우려도 큰 실정이다.

지식재산금융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산업

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기

업의 혁신은 미래의 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천이

며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경쟁우

위를 확보할 수 있다. 기업의 기술혁신은 기업 자체의 

생존과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 성장에도 

직결되고 있다. 특히 신기술 창출, 고용확대 및 경제성

장의 동력원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중

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

원, 그 중에서도 혁신활동을 위한 금융은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 · 무형의 자원과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을 필요로 한다. 금융 측면에서 기업의 기술혁신과정

에서 필요한 자본은 은행의 신용창조가 필수적이다. 

혁신기업은 R&D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기

가 매우 어렵다. 이런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로서 IP금

융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사실 일반적인 기술금융이나 벤처투자와 비교해 

IP투자는 진입장벽이 높은 게 사실이다. 우선 국내 중

지식재산의 가치, 지식재산금융으로 승화시킬 때.

도현석 (MIP 6기)

리더스 리그, 마스터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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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벤처기업들이 보유한 IP의 가치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가치평가 체계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은행들이 외부 전문가를 영입

해 기술평가센터를 강화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 기

술보증기금도 자체 기술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개

편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단,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기술 자체는 뛰어나고 좋으

나 시장성이 없다면 문제가 된다. IP펀드와 같은 투자

가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다. 

국내 스타트업계에서도 유니콘(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이 하나둘 탄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니콘들을 살펴보면 ‘기술’ 중심이라기보다 소비자들

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하

는 등 ‘서비스’ 관점에서의 혁신이 주를 이룬다. 큰 흐

름에서 ‘서비스 혁신’을 통해 유니콘이 될 수 있는 분

야는 한계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니콘이 될 

잠재력이 큰 곳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이다. 

그 중에서도 ‘특허권’을 중심으로 한 IP는 이들 기술기

업이 지닌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

IP 투자라고 해서 기술만 봐서는 안 된다. 기술과 

서비스의 양면을 모두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다. 아무

리 훌륭한 기술력의 스타트업도 어느 시점에서는 IP금

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IP금융의 역할은 이

처럼 정말로 경쟁력을 갖춘 IP들이 안정적인 성장 궤

도에 오를 수 있는 시점까지 제대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IP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1%의 차이를 구별해 내는 게 

중요하다. 비슷한 기술을 가진 두 회사에 투자를 결정

한다고 할 때 지금 당장 이 두 회사의 기업 가치는 비

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두 회사가 갖고 있는 ‘1%의 

차이’는 10년 뒤 100배 매출 차이를 만들어 낼 수도 있

다. IP금융은 단기 실적에 함몰되기보다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금융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보단계

에 있지만,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를 발전시키

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가시

적인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금융은 보증 · 대출 중심으

로 치우쳐 있고,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지식재산 금융과 

관련된 규정은 2~3항목 정도에 그치는 등 법적 정비가 

부족하다. 기술금융 신용평가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나아가 우수 지

식재산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인할 만한 투자시스템이 

미비하여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 IP펀드를 통한 NPE의 실

질적인 역할도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황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우수 IP기업에 대한 투

자 중심의 금융 지원 확대’, ‘IP가치평가와 기술신용평

가간 연계 강화’ 등 IP금융을 통한 우수 IP기업 지원

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중은행의 IP금융 확대를 위

한 유인체계 개선 및 성과 점검’, ‘IP가치평가를 시중은

행 · 민간기간 등으로 확산’ 등 민간중심의 IP 금융을 위

한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

화된 지식재산 금융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해 지

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의 입법화, 

지식재산거래시장 및 신탁제도의 활성화, M&A 등 범

사회적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관련 법제도 정비, 컨트

롤타워 기능의 강화, 지식재산거래 관련 세재혜택 등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IP금융 진전의 어려움 중 하나인 담보

한 IP에서 채무불이행(default)이 발생할 경우, 적극취

급자(금융기관담당자)에 대한 면책제도가 시행되어야 

소극적 지원에서 탈피할 것이다. 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을 위해, 특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모태펀드 및 성장사다리펀드를 활용한 회

수지원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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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이여! 더 이상 주저하지 말자. 우리 특

허권의 나이가 이제 70세다. 고희(古稀)다. 뜻대로 행

해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나이다. 특허기반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해 은행의 회수 리스크 경

감을 위한 담보IP 회수지원사업 추진, IP투자펀드 조

성 확대 등 IP금융 활성화에 조건들이 지원될 것이다. 

우리나라 IP금융 능력을 믿고 활발히 스타트업의 유니

콘 상장을 위해 지원하자.

도현석 

(현)신용보증기금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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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는 해볼 만했지만,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진

행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되는 투자금 반환 사건

이 있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

행하고 사기죄로 고소도 함께 하기를 바랐다. 필자가 

보기에 이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할지 애매하여 형사고

소 요청은 거부했는데 그는 지인이 모 경찰서에 수사

관으로 있고 그 수사관이 일을 잘 봐주기로 했다면서 

자신이 책임질 테니 사기 고소장을 써달라고 막무가

내로 요청하였다. 결국 그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

임하였고, 결국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패소

했다.

지인의 소개로 몇 달 전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

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피고측 소송대리인을 맡

았다.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못 미더웠는지, 다른 법인 소속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법 위반으로 형

사고소를 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 형사고소 사

건은 불기소되었고, 필자는 당연히 불기소 처분결과와 

불기소 이유서를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민사

사건의 재판부는 쟁점판단에 있어 불기소 사실을 참고

할 수밖에 없다. 며칠 전에도 진행 중인 민사사건의 의

뢰인이 피고를 사기죄로도 고소하고 싶어 했다. 매달 

수임료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개업변호사에게는 

솔깃한 말이었지만, “이 사건은 민사로 풀어가는 것이 

낫고, 형사고소를 했다가 혹시나 불기소되면 민사사건

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일단 민사소송에 집중

하자”면서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다.

송무 변호사라면 이처럼 민형사가 얽힌 사건
1 
을 

자주 접하게 된다. 앞 사례들의 의뢰인들이 민사사건

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형사사건으로 엮어 고소를 

원하는 심리를 추측해보면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 

감옥에라도 보내야 속이 후련하겠다’는 소위 보복심리

가 있을 것이다. 또 상대방이 처벌되면 민사사건에도 

막연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감, 시간과 돈
2

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아쉬움 등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

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분명히 민사소송으

로 풀어가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형사로 

엮을 수 없을까요”라는 것이다. 아무리 의뢰인이 원한

다고 하더라도 민사사건을 형사 사건화하는 것은 신

중해야 한다. 위에서 예로 든 사례들 외에도 많은 경우 

이러한 요청들을 대부분 거절하였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관에게 배당된 사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경계에서

우희창 (MIP 6기)

1 사기 고소사건은 필연적으로 민사사건과도 관련되어 있다.
2 형사고소는 민사소송 제기 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가 들지 않는다.

리더스 리그, 마스터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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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가 너무 많아 면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

사관들은 사건 하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없

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담당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충분한 증

거신청을 할 기회와 시간이 주어진다. 실제로 민사소

송은 몇 년간이나 계속되는 경우도 많다. 수사관의 능

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

애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의 증거수집도 용이하지 않다. 민사소송에서라면 금

융거래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 증인

신청, 감정신청 등 많은 증거신청을 통해 유리한 증거

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어떠할까. 

형사사건의 당사자는 국가(검사)와 피의자(또는 피고

인)이지 피해자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주장을 개진하기가 쉽지 않다. 또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검찰이나 경찰은 마구잡이식으로 금융

자료도 떼어보고, 참고인도 불러 조사하는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범죄혐

의가 소명되어야 한정적인 범위에서 증거신청을 통해 

열람이 가능할 뿐이다. 참고인 조사도 참고인이 출석

을 거부하면 강제로 부를 수도 없다.

셋째, 금전이 결부된 소위 민사분쟁형 형사사건인 

사기, 횡령, 배임 사건의 경우 승소하기 위한 요건이 

민사보다 더 많고 복잡하다. 일례로 일반민사사건인 

대여금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만 증명

하면 되지만, 대여금 사건을 사기 고소사건으로 엮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에 추가로 기망 사실
3
까지 밝혀야

만 한다.

넷째, 형사사건에서의 증명 정도가 민사사건보다 

높다. 민사사건의 경우는 원고와 피고, 즉 대등한 당사

자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100중에 51을 득하는 사람이 

승소하는 반면, 형사사건의 경우 승소
4
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80% 정도
5
로 

증명되어야 한다. 즉, 민사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경우지

만, 형사사건에서는 패소
6
하게 되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러한 형사사건의 특징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만 기소하게 된다. 실제 전체 고

소사건 중 30% 정도만 기소가 된다. 단, 일단 기소되면 

무죄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

다섯째, 고소했다가 관련 형사사건이 불기소 처분

되면, 이 불기소 처분이 민사소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물론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면, 민사사건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형사고소는 

앞서 제시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으로 진행하

였을 때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에

서 승소하기에는 증거나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고 증거

수집방법도 마땅치 않아 강제수사에 의존해야 할 필요

가 있는 사건, 상대방의 경제적이 부족하여 민사소송

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곤란한 사건
7
정도인데, 이

와 같은 특별한 이익이 없다면, 민사사건을 형사 사건

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3 대여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
4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5 엄격한 증명, 수치로의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치로 표현하였다.
6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를 말한다.
7 형사고소를 하면 어디선가 돈을 마련해올 때가 있다.

우희창  (현)변호사



203

지식재산(IP)
1
은 발명, 작품, 디자인, 그리고 상업

적 상징, 이름, 이미지와 같은 정신적 창조물을 말한

다. 근래에는 기업과 기관의 핵심 무형 자산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IP 정보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
2
을 통하여 국내 · 외 누구나 이용하고 있지만, 

IP 데이터는 정부 등 한정된 기관에서만 이용하는 것

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수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는 특

허정보 활용서비스(KIPRIS Plus)3
를 통해 IP 정보의 개

방, 유통 및 활용을 지원하여 IP 정보 서비스 산업 시장

의 활성화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을 촉진하고 있다. 

2019년 8월 현재 223개의 기업과 기관에서 국내 · 외 특

허, 상표, 디자인, 공보 등 95종의 IP 정보를 벌크 데이

터 또는 OpenAPI4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비롯한 각국의 특허

관리기관에서 특허정보를 개방하고, 국가 간 협약으로 

IP 정보의 교환, 심사 관련 협업,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

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특허 및 상표 적용을 위한 상품 · 서비

스의 자동 분류, 선행 특허 및 상표 이미지 검색, 특허 

및 상표의 심사 및 기재불비 사항 검토, 헬프데스크 서

비스, 기계번역, 언어 도구 및 용어, 경제 연구를 위한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구 · 개발하고 있다. 

일부 해외기업에서는 상용 서비스로 제공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개방된 IP 정보를 이용하여 공공기

관에서 사업수행, 연구관리 및 자체시스템을 연계하

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또

한, 기업과 개인도 고부가가치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

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기업 

육성 및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아이디어 발굴 및 창

업 지원을 위한 ‘IP 정보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

고, 창업기업에 지식재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지원

하는 ‘IP 데이터 기프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외 국가와 정보교류를 위하여 국제특허정보박람회

(PATINEX)
5
를 매년 9월에 개최한다.

국내의 IP 정보 서비스는 원본 IP 정보의 검색 및 

가공, 기관의 IP 정보관리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빅데이터로 열어가는 지식재산 코리아

이길섭 (MIP 6기)

1 IP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은 산업재산권을 관리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2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3 http://plus.kipris.or.kr/.
4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개발자가 응용 소프트웨어나 웹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5 https://www.kipi.or.kr/patinex/index.do, 특허청이 주최하고 특허정보원이 주관하는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국제 컨퍼런스

와 전시회를 말한다.

리더스 리그, 마스터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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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위주로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

을 이용하여 유사 IP 정보 검색, 특허정보 분류, 이미지 

상표 검색, 헬프데스크 서비스, 화합물 조성비 분석, 기

계번역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IP 선진국의 시장, 제

도 및 기술의 선점, 최근 중국의 IP 분야에서 양적 및 

질적인 성장,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의 급속한 발

전 등을 고려한 IP 정보 서비스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

기이다. 이를 위해 먼저 주기적인 IP 정보 서비스 산업

에 대한 분야별 실태 조사를 통해 글로벌 IP 정보 서

비스 기업이 주도하는 기존 시장에 진입을 위한 전략

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에 대

한 포괄적인 조사에서 국가별 공공분야의 IP 행정 서

비스, 기업의 IP 정보 서비스 산업, 인공지능 및 빅데이

터 기술과 관련하여 상세한 실태 조사 및 분석이 필요

하며, 그 결과 자료는 IP 정보 서비스 발전 전략의 수

립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기업과 대학, 그리고 연구소의 연구 · 개발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기업은 영업비밀 차

원에서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컴

퓨팅 자원 및 연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학 및 

연구소에서는 IP 분야의 업무지식이 부족하고 필요한 

연구 주제와 빅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대학과 연구소는 IP 정보 분야의 수

요기술을 IP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및 빅데이

터 분석에 대한 기반기술을 연구하고, 기업에 양성된 

인력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대학

과 연구소를 통해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전수하여 경

쟁력 있는 IP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개

발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내 IP 정보 서비스 기업의 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 정

보, 서비스 수요,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수립, 금융, 

기술보증, 홍보 등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전 주기에 걸

쳐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IP 정보의 조사 및 

분석, IP 기술가치 평가기법의 발전, 최근 출범한 IP 기

술보증기금의 가입 및 지원 확대, 국내외 국제특허정

보박람회를 통한 글로벌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국내 IP 행정 및 정보 서비스 산업

의 활성화로 국내 IP 정보 서비스 기업이 세계 시장으

로 진출하고, 국내 분야별 산업이 잘 정리된 IP 정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지식재산 코리

아를 기대한다.

이길섭

한국특허정보원 정보진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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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자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면서 스마트폰 

어플 하나를 유독 많이 들여다보는 편이다. 중고품 직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 바로 그것인데, 꽤 쓸만한 

육아용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한다. 이 어

플은 △위치정보를 활용해 거주지 주변의 물건을 자동

으로 검색해주고 △AI를 통해 허위매물과 거래금지 물

품을 걸러주며 △거래 후 평점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신

뢰도, 일명 ‘매너온도’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편의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식’을 이 같은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

을까? 필자는 공공기관 간의 지식 공유 방법의 하나로 

‘공공기관 간 지식공유 · 거래 플랫폼’을 제안하려 한다. 

공공기관 기획조정부서에서 예산, 국회협력, 공공데이

터, 규정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공공기관 업

무 중 생성되는 다양한 지식정보가 기관 외부로 유통

되지 못하고 담당자와 기관내부에 한정되어 이용된다

는 것을 느꼈다.

예를 들어 연구기관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경

우를 생각해보자. 연구가 종료되면 연구 결과물인 최

종보고서만이 기관 홈페이지, 공공누리, 공공데이터포

털, 논문포털 등 공식채널을 통해 활용될 뿐 보고서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데이터는 연구자, 연구부서

와 기관을 벗어나지 못한다. 외부인이 추가정보를 얻

기 위해서는 연구자를 수소문 하는 등의 수고가 불가

피하며 수년이 지난 연구라면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

다. 한때 근무했던 국책연구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었는데 소속 기관만 23개

라는 점에서, 유사 분야의 연구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연구기간 단축, 연구기법의 향상 등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분야 외에도 기관 예산 · 인력 · 조직 등 공공기

관이라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도 공유할 만한 

지식은 다양하다. 예산운영과 관련된 예를 들어보자.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관은 편성된 예산의 용도를 변경

할 때 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 양식

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기관별, 사업별

예산변경 양식이 제 각각이며 한글, 엑셀 등 소프트웨

어 또한 상이한 것이 현실이다. 양식을 마련하거나 개

선을 위해서는 2~3개 기관 담당자에게 전화를 돌려 읍

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이때 ‘지식공유 · 거래 

플랫폼’이 있다면 어떨까? 결과물의 질은 이전과 비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떤 공공기관이 본 플랫폼의 이용대상이 

될 수 있을까?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행정기관

은 이미 구축된 시스템이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

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지식

행정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고 있으며 ‘온-

나라 지식시스템’과 같은 기관 간 행정지식 통합 · 연계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다만, 이 외의 공공기관은 기관 

간 공유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외의 공공기관

공공기관, 당신의 지식은 충분히 공유되고 있습니까?

김병찬 (MIP10기)

리더스 리그, 마스터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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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지정하는 

“정부의 투자 · 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 운영

되는 기관”을 들 수 있으며, 2019년 기준 339개(공기

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에 달한다. 물

론, 이 같은 공공기관도 앞서 언급한 ‘공공데이터 포털’

과 같은 대국민 공개 시스템을 데이터 공개 기제로 활

용하고 있다. 하지만 꽤 정제되고 공식화된 데이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민간에서 사업에 직

접 활용하는 등 책임 또한 따라와 공개하는 입장에서

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민간 공개 

데이터 플랫폼의 사전단계로서 ‘공공기관 간 지식공

유 · 거래 플랫폼’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 간 지식공유 · 거래 플랫폼’이 지향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상급기관, 업무분야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AI

를 통해 유사 · 관련 정보를 자동 학습하여 이용자 특성

을 파악하고 검색 정확도를 높이고, 비밀자료 등 거래

금지 자료를 걸러줄 것 △각 기관에서 공유하고자 업로

드하는 지식은 형식, 파일형태에 구애 받지 않으며 이

용자가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충

분하도록 설계할 것 △공유 · 거래 후 평점관리를 통해 

지식의 효용을 평가할 것 △공유 · 거래의 대가는 기관 

예산인 금전으로 할 것 등이다.

특히, 기관 예산으로 타 기관의 지식을 구입한다

는 매커니즘이 본 플랫폼의 핵심이다. 기존의 공공데

이터 공개 포털의 경우 의무와 책임만을 부과하는 방

식으로, 담당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반하여, 금전이 대가가 될 경우 지식생

산 · 공유노력 정도에 따라 기관의 수입을 늘릴 수 있다

는 점에서 각 기관에게는 활성화에 대한 유인이 될 것

이다. 지식구매를 위한 재원은 사업별 예산 중 전문가 

자문 대가인 ‘자문료’, 데이터 구매 목적의 ‘수용비’ 등

의 예산항목을 활용할 수 있다. 거래를 통한 지식 제공

자의 수입은 개인 성과급이 아닌 기관 연구비 등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관에서는 실적에 따라 

개인평정 등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는 등의 활

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각 공공기관은 설립목적, 사업수행방법, 조직, 인

력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주도의 일원화되

고 획일적인 지식공유 방법보다는 기관별 유사성을 고

려하여 개별기관 간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만, ‘지식공유 · 거래 플랫폼’과 같이 공

유 · 거래의 장을 마련해 주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

하다. 이때, 앞서 언급한 ‘당근마켓’의 ‘거래자 특성 고

려’, ‘AI의 활용’, ‘거래 후 평가’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플랫폼을 설계한다면 공공기관 간 협업 촉진 및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편의성과 신뢰성을 갖춘 혁신적

인 기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부문 공유지

식 저변의 확대가 향후 민간 산업과 결합하여 창조경

제에 이바지 하고, 지식재산 산업을 활성화 하는 밑거

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김병찬

(현)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영기획실

(전)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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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붙이고 가세요.  1분도 안걸려요.” 

퇴근길 집앞 지하철역. 필자의 눈앞에는 ‘난민에

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과 함께 식

량, 물을 포함한 몇 개의 선택지가 있는 보드가 놓여 

있다. 조금 더 어렸을 때에는 TV에서 배만 불룩한 외

국인 어린이들이 힘 없이 누워 있고, 이들에 대한 후

원을 촉구하는 방송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현재는 

인격권 존중을 위해 이러한 방송은 전면 폐지한 상태

이다)

최근에는 방송국에서 싸잡아 ‘오지’라고 명명한 

여러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에 가서 연예인

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방송으로 대체되었다. 한국국제

협력단(코이카, KOICA)에 근무하던 시절, 야근택시를 

타면 기사님들은  ‘아이고’라고 탄식을 하며 “자원봉

사하는데 이렇게 야근을 하세요?”라며 측은해 하셨다.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제원조’라고 할 때 떠올

리는 이미지가 아직은 ‘오지의 어린이에게 먹을 것 주

기’, ‘오지에 가서 우물을 파주는 봉사활동하기’ 정도인 

탓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개발협력을 논하며 ‘4

차 산업혁명’, ‘혁신 기술’, ‘스타트업’, ‘인공지능’, 거기

다 ‘지식재산권’ 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면 우리나라 국

민 대부분은 아마도 인지부조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

상된다. 필자 역시도 대부분이 변리사, 법조계, 대기업

의 계약 · 법무 · 특허팀원들로 이루어진 MIP 재학생 중 

가장 이질적인 존재일 것이다. 코이카에 이어서 게이

츠 재단(Gates Foundation) 계열이라는 근무경력이 나

오는 순간 주목의 대상이 되기 일쑤이다. 하지만 사실 

국제개발협력에 혁신기술과 인공지능, IoT 및 과학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과학

자들과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쟁

은 피할 수 없다. 지구 반대쪽에 있는 굶주리거나 병든 

아이들, 내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난민과 과학기술의 

접점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모두를 괴롭혔

던 2015년으로 잠시 돌아가보자. 이세돌 9단과 알파

고의 대국 이후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는 ‘인공지능’

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해였

다. 국제개발협력의 세계에서도 이 해 큰 변화를 맞이

했다. 2015년 UN총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새천년 개

발목표’로 잘 알려진 유엔 ‘MDGs’(Millenium Devel-

opment Goals)의 종료를 선언하였고, 이를 대체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라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에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했던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되기 시

작하였다. 

사실 개발협력사업에서 과학기술의 적용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하며, 2015년 이전부터 많은 분야에 녹

아 들어있었다.  가장 쉬운 예로는 저소득층의 구매력

을 고려한 작은 기술, 경제적인 기술을 의미하는 ‘적정

화성에서 온 지식재산권과 금성에서 온 국제개발협력, 
공존할 수 있을까?

김성도 (MIP 10기)

리더스 리그, 마스터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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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들 수 있다. 적정기술은 서방에서 흔히 ‘제3세

계’라 잘못 부르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 주민

들에게도 기술이 가져다 주는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

써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기술이

다. WHO에 따르면, 주방 실내에서 발생하는 유해연

기로 인해 연간 약 200만 명이 사망하고 그 중 56%가 5

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

정기술 중 하나인 클린 쿡 스토브(유해연기가 나지 않

도록 설계된 스토브, Clean Cook Stove)가 혁신기술로 

등장, 당시 국제적으로 각광받았다. 특히, 2014년 한해 

약 680만개가 전 세계에 보급되어 이산화탄소 감축이

라는 환경적인 기여는 물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

하는 여성과 아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조금 더 ‘최첨단’에 가까운 과학기술로 한발짝 다

가서면 코이카에서 2015년 새로 시작한 CTS(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Creative Technology Solution)사업들

을 예를 들 수 있다. 단 한 방울의 혈액에서 초기 단계

에서도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말라리아 진단 기기(주식회사 노을), 내전으로 인해 

손 · 팔이 절단된 요르단 주민들을 위해 신경과 근육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움직일 수 있는 의수를 3D프린팅

으로 만들어 보급한 사업(만드로), 전세계 시각장애인

들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점자패드 및 시계

를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 보급한 사업(닷), 

지적장애아동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을 시작했

던 앱으로 아프리카에서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어린이들에게 배우는 즐거움을 선사하며 프로그

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후 개발협력계의 노벨상인 엑

스프라이즈(Xprize, 2017-2019에는 Tesla와 UNESCO

가 교육분야의 혁신을 가져온 아이디어에 상금을 걸었

다) 대상을 거머쥔 사업(에누마)까지. 개발협력계에서 

20~30년을 일해오며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

해왔던 거대한 국제기구와 전세계 정부기관들보다도 

훨씬 놀라운 성과를 불과 2-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의 작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냈다. 

국제개발협력을 논하면서 국제보건(Global health) 

및 공중보건(Public Health)을 빼놓고 논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했던 UN의 지난 새천년 개발목표에도, 새

로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도 빠지지 않는 국제사회

의 가장 시급하고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바로 보

건의 문제이다. 2016년 에볼라와 지카 사태로 아프리

카 대륙과 남미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16, 2017

년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 국민도 국제보건 문제와 

동떨어져있지 않음을 실감한 바 있다. 더 가까운 예로

는 H1N1등 인플루엔자로 인해 수많은 부작용이 보고

됨에도 불구하고 대체약품이 많지 않아 ‘타*플루’라는 

약제를 어린이들도 복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해마다 

발생하는 점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제 · 공중보건의 이

슈는 특히 개발도상국과, 또한 그 중에서도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공여국 정부와 WHO

를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들이 최소한 ‘퇴치할 수 있는 

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진단, 약품, 백신 등에 대한 접

근성 문제로 여전히 사망률이 현저하게 높은 개발도

상국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을 수십 년 간 계속해오고 있다. 그 결과 조금 더 

저렴한 새로운 제품들과 서비스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제품 및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 환자들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요원한 상황

이다. 게이츠 재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으로 유명

한 빌 게이츠와 그 아내 멜린다 게이츠가 공동이사장

으로 있는 재단이다. 개발도상국 대상 국제개발협력사

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보건과 개발도상

국 여아 교육,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

는 기관이다. 국제보건분야에 있어서는 태생이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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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않는다. 실제로 지원금을 더 주었다가, 연구진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최종 개발한 신약을 개발

도상국에서는 절대로 구매할 수 없는 고가로 책정하

여 시장에 내놓는 경우도 일어났다. 이러한 일을 최대

한 방지하기 위해서 게이츠 재단에서는 ‘Global Access 

Policy’라는 대책을 내놓고, 이를 모든 지원 약정(계약)

에 포함하고 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연구진이 개발도상국 환자들을 

위해 연구 · 개발하는 동안의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지

식재산권(신 물질에 대한 특허 등)에 대해 게이츠 재

단이 글로벌한 라이센스를 부여받는 것이다. 이는 지

원금을 받은 연구진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단하게 되

는 경우 게이츠 재단이 동 데이터와 라이센스를 활용

해 타 연구진에게 위탁하여 기술 · 약품 개발을 재개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연구를 시작한 연구진이 당

초의 목표를 잊고 상업적 성공을 목표로 하거나 상업

적 실패를 우려하여 연구를 중단하였을 때, 연구를 이

어가서 최종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환자들에게 실제

로 그 연구성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게이츠 재단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5개 제약

회사와 합작하여 2018년 신규 론칭한 글로벌 헬스기

술 연구기금재단에서도 동일하게 이 대책을 적용했다. 

적용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과 학

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나라 학계와 과학자들 

사이에서 지식재산권이나 특허는 ‘내 과학적 업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크기다. 

연구개발 지원금을 조금 보태어 준다고 하여 글로

벌 라이센스를 한 재단에 부여해야 한다는 계약 항목

은 과학자들의 심기와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던 것 같

다. 한 예로 미국의 매우 저명한 M병원과 H의대에서

는 계약 협의과정에서 투자금을 지원해주는 일명 ‘갑’

에 해당하는 필자에게도 서슴지 않고 불쾌함을 드러냈

고 “이런 식이면 차라리 투자 받지 않겠다”고 하여 3

인 빌 게이츠가 과학자들의 힘을 빌려 혁신적인 물질

과 입자의 발견을 도모하고, 이를 상품으로 개발하여 1

달러 미만의 금액으로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지원 및 공모사업을 다양한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과학자들과 연구진들은 게이츠 재단에서 지원금이 나

오고 있는 동안은 열심히 연구개발을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새로운 약품이나 서비스의 성공적인 개발이라

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연구개발 프로

젝트가 그러하듯 실패하거나, 지원금이 끊기는 순간 

중단하거나, 기업 총수가 바뀌면서 변경된 기업전략에 

따라 엎어지는 프로젝트도 다수 발생한다. 그저 신약

이나 신기술(최근은 암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이 대

다수)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인 경우라면 투자한 만큼

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거나, 

성공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 같다면 중단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하지만 국제보건에서의 연구개발은 대부분 투자

금 회수나 신제품개발 성공을 통한 부의 축적을 목표

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도상국의 환자들이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병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하는 것을 방

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연구가 중단되면 통상

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결의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바로 ‘차라리 연구비에 안썼더라면 그 돈

으로 현존하는 백신이나 약을 사서 뿌리는게 나았지’

라는, 생명을 건 기회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실

제로는 조금만 더 연구를 진행하면 성공적인 약품 · 백

신 ·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돈이 안 될 거라서’ 만들지 않게 되면 ‘성공했다면 살

릴 수 있었던’ 생명들에 대한 기대비용까지 생겨난다.

이미 개발을 포기하거나 중단선언을 한 연구진에

게는 지원금을 더 준다고 하여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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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정도를 옥신각신했던 기억이 있다. 

이렇듯 전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지 못한 ‘국

제개발협력’, ‘국제원조’의 세계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슈는 매분 매초 일어나고 있다. 안타까운 점

은 과학, 공학계에서도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아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권

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사실이다. 기술을 배타적으로 숨기기 위해, 그렇게 숨

겨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생

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이스트 MIP에서 특허법을 공부하면서 사실 우

리나라 특허법의 취지는 굉장히 국제개발협력의 취지

와 닮아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특허는 우리 산업계의 

발전 즉, 결국에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대중에 공

개하여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만들

어진 제도이다. 게이츠 재단에서 천명한 정책의 의도

가 더 많은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어 적용된다

면, 이러한 특허의 궁극적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언젠가는 현재 45억명에 달

하는 최빈곤층도 모두 과학기술의 발전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국제개발협력’, ‘국제원

조’ 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김성도

(현)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RIGHT  Fund) 투자운용실장  

(전)코이카(KOICA) 연수사업팀/서아프리카팀 등

연세대학교 법학과



경험이야기

Story

당신을 위한 나의 이야기

Commemorativ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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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반의 공학 수업에서 ‘창의적 공학 설

계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세 가지 큰 편

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창의성에 대한 오해다. 상당수 학생들이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원천 아이디어만이 우

수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널리 사

용하는 유용한 아이디어들을 비롯해 혁신적인 기술들

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아이디

어들을 결합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설명하면 의아해

한다.

창의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에 관한 문제

를 기존에 이미 있었던 B를 연결해 푸는 것이 창의적 

문제 해결의 대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기존

에 이미 있었던 A와 B의 연관성을 사람들이 인식 못하

고 있었는데, 누군가 A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적합한 B

를 발견하고 A에 연결해 문제를 푸는 것이 창의성이라

고 정의해준다. 예컨데 신호등에 타이머나 게이지 아

이디어를 더해 건널목을 건널 수 있는 잔여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주도록 한 아이디어 사례를 설명해 주면 비

로소 이해한다.

둘째는 진보성에 대한 오해다. 많은 학생들은 남

들이 생각 못한 기발하고 진보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남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와 알고리

즘을 해결책으로 제안한다. 이때 발명에 있어서 구성 

요소가 증가하면 권리 범위가 축소되어 활용 가능성

과 특허의 가치가 떨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공학이 

추구하는 단순화로 얻을 수 있는 편의성 · 확장성 · 보안

성 · 효율성 등을 설명해주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이

해한다. 또 중요한 문제를 도출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까지 깊이 파고들어 분석해야 하며, 단순하고 효

율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후

보 아이디어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과정이 부

단한 노력과 인내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

간 주저하게 된다. 

다각적인 관점의 발명 가치 평가는 무엇일까? ‘슈

퍼스타K’처럼 아이디어 후보들의 경연도 한 방법이다. 

가수 지망생들이 가수로서 경쟁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 받는 것처럼, 발명자가 생각해낸 아이

디어들은 특허성, 산업성, 상업성, 학문적 가치 관점에

서 치열하게 경합해야 한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수많은 연습생 중 선택된 일부

만 데뷔할 수 있듯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Best 

Practice)만 특허화 할 수 있고, 투자 받을 수 있다.

셋째는 발명자의 자질에 대한 오해다. 위대한 발

명을 하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발명 유전자를 타고 났

으며, 특별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는 편견이다. 그

러나 그렇지 않다. 아인슈타인도 “It’s not that I’m so 

smart, it’s just that I stay with problems longer” 라고 말

했듯, 역사적으로 위대한 발명들은 남들이 의식하지 

발명 레시피 (Recipe for Invention)

이일구 (MIP 1기)

리더스 리그, 마스터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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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믿음이 이러한 도전과 고

통의 순간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생각 훈련을 지속하다 보면 주어진 문제에 따라 

‘몰입’의 상태를 경험하기도 한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

를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을 고민하다 보면, 

일상이 생각이 되고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한 가지 문

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어느 순간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면 주체할 수 없

을 정도로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아이디어를 신나게 

정리하느라 밥 먹는 시간도 놓치고 잠을 안 자고 생각

만 하는데도 피곤하지 않다고 느끼는 특이한 절정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필자는 지난 20여 년 간 연구소, 기업체, 학교에서 

엔지니어이자 발명자로서 160여 건의 특허를 출원 · 등

록했다. 이 중 많은 수의 특허를 기업체에 이전했고 또 

일부 특허를 통해 적지 않은 기술 로열티도 받고 있다. 

국제 표준화 회의와 학회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지속

적으로 제안하는 일류 발명자들과 경쟁하고 주변에 많

은 엔지니어, 과학자, 발명자들과 함께 하며 우수한 발

명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지 탐구해 왔다. 

다년간 연구의 결과 일류 발명자와 그렇지 않은 

발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성’이었다. 중요하다고 

믿는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생각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될 것 같이 큰 벽을 만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또는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주변인 모두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일류 발명자

는 초인적인 근성을 발휘해 분명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멀리, 더 다

양한 생각을 시도한다.

일류 발명자는 자기만의 ‘발명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 일류 요리사가 요리 실력을 갈고 닦듯이, 일류 

발명자도 수많은 편견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않았던 문제들을 중요하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 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 해결책을 제시한 결과

였다. 상상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며 권

리이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유희다. 상

상과 발명의 세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공평하다.

우리는 지식재산 전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총과 

칼이 아닌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싸우는 지적 전쟁 즉,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도 하다. 골리

앗 기업을 대상으로 거액의 특허 로열티를 받는 개인 

발명자들과 NPE(Non-Practicing Entity) 벤처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 창업을 통해 기

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성공 기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 전쟁시대에 일류 창작자가 되

어 우수한 발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노력하면 발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이 있어야 한다. 인간

은 누구나 생각하지만, 생각하는 방식이나 효율은 모

두 다르고 다양하다. 인간의 생각은 원래 무질서한 혼

돈의 상태이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명상의 시간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해 5분도 집중하기 어렵다.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생각하는 연습을 규

칙적으로 해야 한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에 의해 특정 

부위 근력이 강화되듯이 생각도 발명을 위해 훈련될 

수 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끈질기게 파고들어 

효과적인 해결책까지 연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생각하

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생각 근육’이 강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훈련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발명을 위한 생각

이 습관화된다. 걸을 때, 식사할 때, 쉴 때, 샤워할 때, 

심지어는 잠을 자는 순간에도 문제를 푸는 해결책을 

생각한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순간들이 게임하듯이 

재미있다는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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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한다. 일류 요리사가 자신의 혼을 담아 자신만

의 레시피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듯이, 일류 발명자

도 근성을 발휘해 자신만의 발명 레시피로 새롭고 진

보한 발명을 이뤄낸다. 누구나 일류 발명자가 될 수 있

지만, 노력 없이 얻을 수는 없다.

이일구

(현)성신여대 지식서비스공과대학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현)성신여대 일반대학원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책임교수

(전)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

(전)뉴라텍(한국)/뉴라컴(미국) 공동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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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미국에 본사를 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

진 화학 회사인 ‘3M’의 법무지원본부 지식재산팀에서 

약 7년간 일을 하고 있다. 3M의 법무팀은 글로벌 인재

들로 꾸려졌는데 필자는 아시아팀에서 일을 하고 있

다. 

요즘 사회 트랜드의 화두 중 하나가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이다. ‘밸런스 (Balance)’의 유지라는 

것은 비단 일과 삶뿐만 아니라, 복잡다단한 업무의 영

역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에서 외국계 글로

벌 회사의 법무팀에 근무하면서, 내가 중심을 잡고 유

지해야 할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것이 밸런

스를 유지하는 것인지 동문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다.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

하려 한다.  3M은 소재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전자회사에 모바일이나 디스플레이 등을 위한 첨단 소

재를 제공한다. 전자회사들은 한 가지 소재에 대해 독

점 공급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여러 화학회사

들의 제품에 대해 입찰을 실시한다. 이때 각각의 경쟁

사들이 상대방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특허를 이

용한다. 만약 3M의 경쟁사가 그 회사의 특허를 근거

로 3M의 제품 진입을 차단하려고 하면, 3M의 고객사

는 그 특허의 비침해를 보증하는 법적 문서 또는 계약

서 등을 3M에게 요구한다. 이 때 글로벌 기업인 3M은 

본사의 법무팀과 해당 사업의 비지니스팀, 연구팀 등

이 같이 고객 대응에 관해 리뷰를 한다. 물론 나를 포

함한 한국 3M의 법무팀과 해당 사업의 비지니스팀, 연

구팀도 한국의 고객사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또한 고객사에서

도, 모든 리스크는 협력사의 보증 문서 안에서 협력사

의 언어로 협력사의 책임임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법

무팀’, 매력적인 솔루션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어

떻게든 3M이 입찰에서 승자가 되어 좋은 품질의 물건

을 양산하려 하는 ‘연구팀’, 갑을 관계에서 갑의 확고

한 포지션을 지켜야 하므로 을의 고분고분한 태도를 

기본적으로 중시하는 ‘구매팀’도 참가한다. 이렇게 되

면 3M 본사의 3개팀, 한국 3M의 3개팀, 고객사의 3개

팀 등 생각보다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의 이해관계가 

뒤죽박죽 얽히게 된다. 이 많은 플레이어들 중 3M 본

사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까지 가세하

여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3M 본사는 100년이 

넘은 화학회사의 법무팀, 연구소 등에서 지켜온 깐깐

하고 일관된 지조와 프라이드를 바탕으로 고객과 합리

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정립한 업무를 진행하기를 원한

다. 반면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요 전자회사와 협

력사 간 대등한 관계를 성립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

에 더해서 3M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볼 때 법무 리스

크 최소화를 위해서 고객사가 원하는 충분한 내용의 

비침해 입증 근거를 고객사와 공유하는 것을 꺼려한

다.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모든 자료들 중 정작 

고객사와 공유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이렇게 되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법무팀이 갖추어야 할 밸런스

전재윤 (MIP 2기)

리더스 리그, 마스터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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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윤

(현)3M 법무지원본부 지식재산팀 변리사

43회 변리사 

유니스 특허법인(2007~2008) 

강&강 특허법인 (2009~2012)

면 우리의 고객사 구매부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한국의 

3M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한다. 이 대목에

서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필자는 

어떠한 정도의 밸런스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몇 번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연성을 가지고 한국의 고객사와 한국지사의 니즈를 

만족하면서 미국 본사가 지키려고 하는 고매하고 일관

된 법무팀의 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때 밸런스의 유지가 핵심인 것을 인지

하게 되었다.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각각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는 키는 ‘기본적인 신뢰 구축’과 ‘커뮤니케이션’

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 사안에 이를 적용

시키고 좋은 결과까지 도출하는 것이 그리 순탄한 작

업은 아니었다. 일단 3M이 원하는 원칙적인 서면 보증 

내용은 최소화하여 기재하고 이를 고객사와 공유한다. 

고객사에는 3M에서 전사적으로 지켜지는 법무팀의 

변화할 수 없는 원칙에 대해 잘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

다. 3M 본사에는 한국의 비즈니스 정서 등을 잘 납득

이 가게 설명하고, 서면이 아닌 간단한 구두 설명 전달

이 있을 수 있고 이 때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점

을 잘 각인시켜 둔다. 그리고 고객사의 니즈를 만족시

키기 위해서 원칙적이고 간결한 서면 보증의 내용과는 

별개로 직접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

객사가 납득하도록 설명한다. 때에 따라 법무팀, 연구

팀, 구매팀을 개별로 만나야 하고, 그때마다 설명해야 

하는 내용들이나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

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지사의 연구팀, 비즈니스팀과 

협업이 필요하며, 여기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

는 밸런스가 중요하다.  

필자와 같이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 

고객과의 법적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는 동문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밸런스의 유지

를 통해 이를 극복해 보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 글

을 통해 작게 나마 영감을 얻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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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카이스트에서 수학할 때 교수님들마다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하여 생존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

다. 블록체인이나 AI가 적용된다고 4차 산업혁명이 아

니듯 기술에 앞서 방향성을 인지하고 탈 획일화, 탈 중

앙집중화, 탈 폐쇄적 독점을 통해 맞춤 · 분권 · 개방화에 

대응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빅뱅처럼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서 생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향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협

상의 기술이다. 그리고 이것이 부각된 사건은 1985년 

105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손해배상결정이 내려졌던 

‘펜조일 VS 텍사코’의 사례이다. 

당시 최대 석유회사 가운데 하나인 게티오일을 소

유한 고든 게티는 펜조일과 87억 달러에 회사를 넘기

기로 가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최종 계약은 99억 달러

를 제시한 텍사코와 체결했다. 펜조일은 텍사코가 게

티오일을 가로채 주가 하락으로 6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며 손실액의 두 배가 넘는 140억 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법원은 펜조일과 게티오일

의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고 봤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펜조일에 지급한 금액은 협상에 성공하여 30억 달러로 

낮아졌다. 이 사건은 CEO의 경영철학에 영향을 미쳤

다. 불필요한 소송이나 싸움은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

는 가운데 기업들은 협상전문가를 뽑아 키우기 시작했

다. CEO들이 실익을 법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보

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실익에는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도 있다. 2017년 웨스팅 하우스 사건이 그 중 하나

이다. 흔히들 창의성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이 AI에 

대항해 생존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한다. 협상은 그 창

의성의 정점에 있다고 본다. 거시적 관점에서 협상은 

초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전

략이었고, 변호사로서 진행했던 협상은 초법적인 영

역에서 서로가 웃으며 걸어나갈 수 있는 ‘Resolution’이

었다.

‘Resolution’이란 단어는 특히 애플과 IP분쟁을 직

접 다룰 때 11시간 협상 마라톤 내내 애플 측 변호사가 

즐겨 쓰던 단어였다. 애플과의 협상을 통해 삼성과의 

소송처럼 천문학적 액수가 오가는 최악의 상황을 미연

에 방지하였다. 국내, 미국, 대만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

행될 예정이었던 천문학적 소송낭비를 방지하여 서로

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협상은 굉

장히 수학적이면서 고도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상대방과 전략적 동반자로 나

아가는 과정이다. 기업의 중요한 전략은 CEO 그 자체

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IP라는 얘기가 있다. 그만큼 기

업과 기업의 분쟁은 IP로 귀결된다. 그런데 IP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럽다. 특

히 기업 간 격차가 클수록 법적 정의 외적에서 오는 고

통이 너무나도 크다. 최근에 의뢰 받은 사건 중 하나는 

법적으로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사건을 정부의 입장을 

4차산업 생존 전략: 협상의 기술

정준영 (MIP 3기)

리더스 리그, 마스터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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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대기업과 다시 협상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여러 이슈 중 당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대기업의 침

해였다. 법원에서는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영업비

밀로 거부, 결국 실체적 정의 외적인 방법에 의하여 대

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최종 

판결 과정에는 수 차례 협상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발

명가의 자존심과 감정싸움, 그리고 변호사의 미숙했던 

전략 탓에 최상의 협상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다. 그리

고 10년이 넘게 재판으로 끌고 오면서 해당 기술은 퇴

보하였고, 누가 이겨도 서로에게 실익이 없어지게 되

었다. 당시 담당 변호사가 협상을 공부하고 소송의 목

적과 실익을 통해 가치창출로 나아갔다면, 그리고 발

명가의 자존심을 어루만져주고, 대기업의 위신도 세워

주는 ‘골든 브릿지’ 전략을 펼쳤다면 유망한 중견기업

이 소송낭비에 국력을 잃게 되는 일도, 대기업이 중소

기업의 기술을 낚아챘다는 오명도 없었을 것이다.

협상은 절차적 공정성을 추구한다. 결과를 공정하

게 하기 위한 것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협상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들이 이러한 협상에 대처하는 것

은 변론 자료이다. 상대방을 눌러 우위에서 협상을 하

려는 것이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전략이 틀렸

다고 볼 수 없지만, 적어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들

은 보통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협상은 목적과 이익에 근거하여 작은 승리를 추

구해야 하며 분쟁 상대방과의 모호한 이슈부터 미세하

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실제 애플과의 협상에서 필

자는 기술적인 부분은 덮고 숫자만 얘기하자고 하였

다. 왜냐하면, 선의(With good faith)로 우리나라 혹은 

일본까지 왔으면, 기업답게 이익을 추구하자고 하였

고, ‘보스’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마지노선에서 유연한 

합의 범위에 대한 결심을 받는 시간을 주었다. 동시에 

자녀가 4명인 상대변호사와 사적인 얘기로부터 풀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대우자동차가 GM(55억 달러 제시), 포드(70억 달

러 제시) 등과 매각 협상을 할 때 전문가 없이 지연전

략, 내부갈등, 잦은 협상대표의 교체와 대안의 부재로 

4억 달러라는 헐값에 넘어간 사건은 협상력이 단순히 

AI와 같은 수학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훨씬 고차원적

인 영역에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협상을 담당했던 사건에는 크고 작음이 없었고 특

별히 우선순위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당사자에게는 전

부인 사건이 필자에게 왔기 때문이다. 양육비에 대한 

협상에서는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여 여성에게 19년치

의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하되 월 부양료를 절반으로 

낮추었고, 임대차소송에서는 감정싸움의 한복판에서 

의뢰인의 상대방 편에서 협상을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과 기업지분 분쟁

에 있어 협상을 통한 거래조정을 의뢰 받았는데, 최고

의 법률가 집단이 협상이라는 옵션 없이 재판으로 치

르려 하였다. 강제조정에서는 프레임 전략없이 앵커링

을 배제하였다. 정확히 사건의 포지셔닝과 인터레스트

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간 것이다. 

최고의 변호사라 불리는 이들이 골든 브릿지나 앵커

링 같은 이론을 모르고, 기본적인 상호이익과 창의적 

옵션마저 등한시한 것이다. 최고의 변호사들이 고객의 

실익인 소송의 목적과 이익을 배제한 상황을 보면 왜 

변호사의 시선에서 협상에 나서면 안 되는지, 올바른 

협상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

다. 변호사의 굴레에서 협상에 임하면 옳고 그름에 맞

추게 되고, 기관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상황에 맞춰 상

부지시에 얽매이게 된다. 재판에만 집중하고 조정 및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세계적인 트랜드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조정산업진흥법 제정

을 추진하고 있고, 매년 600만 건의 사건을 조정을 통

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가 진행하는 직권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4.2%에 불과하며, 대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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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중재원이 산업부에서 법무부로 옮기면서 ‘중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이미 청도에 국

제조정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인민조정법을 통해 실무

자가 중심이 되는 조정을 진행하면서 중재에 천문학적 

액수를 투자하며 아시아에서 싱가포르가 갖고 있는 지

위를 넘보고 있다. 일본은 민사조정사건이 60%를 넘

어섰고, 미국은 이미 JAMS(Judicial Arbitration Media-

tion Service)/AAA(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을 

통해 90%를 해결하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

다. 이처럼 조정 · 중재와 같은 협상문화 및 기반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협상 전문가인 국제변호사로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전문가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지

금이라도 행정 및 민간조정 전문가를 육성하고, 글로

벌 IP분쟁에서 협상을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지키고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업계에서

의 명성과 격을 지키면서 실익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

의 경쟁력이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밉다고 쳐다보지 말아야 하는 것

이 아니라 직시하고 정확하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다. 

정준영

(현)AT Networks 대표이사

(현)로펌 제하 외국변호사

(현)세계변호사 협회(IBA)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문위원 

(현)IBA 전문위원(IP/기업법/조정) 

(현)기획재정부 녹색삶지식원 법률고문 

(현)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법률자문위원 

(현)KEISEI SIAM Int’l Co.Ltd(태국)/NTS(일본) 법률고문 

(현)법무부 특허법원 IIPAC 조정위원 

(전)1862부대 인사과장 및 유격대장 

(전)외교부 YIIL 사무관 

(전)KIP Legal Counsel 

주요사건

소말리안 해적사건 협상/NLL 협상/‘055 특허 및 ’288 특허 KIP v. 삼성, 퀄컴 핸들링/애플, TSMC과 핀펫 특허 협상/살균제가습기 소송 스케치/인

도네시아 기술이전 국책 프로젝트/방사능 폐기물 미생 물 처리 프로젝트/카이스트 곽명덕 캠퍼스 프로젝트 기부협상



필자는 소속 로펌에서 약 1년간 해외 연수를 지

원해준 덕분에 현재 UCLA 로스쿨 LLM(Latin Legum 

Magister) 과정에 재학 중이다. 여름에 진행된 프리스

쿨(Pre-school)을 포함해서 아직 두 달 정도밖에 생활하

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느낀 점을 간략히 공유

하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 로스쿨의 LLM 프로그램

은 법학사 내지 그에 준하는 학위를 가진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여 1년 과정으로 진행된다. 과정을 이수하면 

석사 학위(Master of Laws)가 부여되고 뉴욕 등 일부 

주(州)에서는 변호사 시험(Bar Exam)에 응시할 자격

이 주어진다. LLM 과정의 필수 이수과목은 ‘미국법 개

론’, ‘헌법’ 정도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로 인해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하여 전문성(IP, 

Business Law 등)을 키우기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로스쿨의 특징 중 하나가 콜드 콜(Cold-

call) 이라고도 불리는 문답식(소크라테스 식) 수업이

다. 교수님들은 무작위로 학생들을 지목하여 주요 쟁

점(특히 판례)에 대한 여러 개의 질문을 순차적으로 

던진다. 학생 두 명을 선정하여 서로 답변이 다를 경우 

상호 논쟁을 유도하는 수업도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내

용을 이해하고 법의식(Legal mind)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기술을 쌓게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영어 수업이 익숙하지 않은 필자를 비롯 여러 학

생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내용을 사전에 공부하고 

정리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다행히 교수님

들 역시 콜드 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기에 학생들

에게 힌트를 주어 정답을 이끌어준다. 수업 강의계획

표(Syllabus)에 콜드 콜 여부를 적어 수강신청 단계에

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배려해준다. 미세하

긴 하지만 수강신청부터 미리 시험 일자 및 시험 방식

이 공지된다는 것도 장점으로 생각된다. 또 학생들이 

강의 중에 아무 때나 손을 들어 교수님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동이 권장된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

이다. 어떤 때에는 교수님이 질문을 받아줄 때까지 여

러 학생들이 계속 손을 들고 있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따로 교수님에게 질문하는 방식에 비하여 질문과 답변

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익

숙하지 않은 필자의 경우처럼 수업의 흐름이 끊겨 집

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아시아계 학생들 중 상당수

는 영어의 억양이 특이하거나 말 속도가 빠른 학생들

의 질문은 알아듣기 힘들 때가 있다. 그런데 교수님들

이 이 질문들을 별다른 문제없이 듣고 답변하는 것을 

볼 때는 영어의 큰 장벽을 느끼곤 하였다. 

잠깐 UCLA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캘리포니

아 주립대학으로 미국 내 명문대학으로 인정받고 있

다. UCLA는 LA에서도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지역인 

웨스트우드(Westwood)에 위치하고 있어 밤 늦은 시간

에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LA

의 날씨는 1년 내내 비가 오는 날이 거의 없어 골프나 

UCLA LLM 생활기

강세영 (MIP 4기)

리더스 리그, 마스터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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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캠핑 등 야외 활동을 하기 좋고 학교 내에도 

관련 동호회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겨울에도 춥지 않

은 편이어서 필자는 골프를 배워 귀국할 계획도 세웠

다. UCLA LLM 과정에 등록한 학생은 200명 가량 된

다. 중국 · 일본 등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중남미 등 국

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과 일부 미국 학생들로 구성

돼 있다. 입학하는 과정도 다양한데 대체로 우리나라

와 일본, 유럽 학생들은 변호사 경력이나 직장 경력을 

쌓고 직장 연수 등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반면, 중국 

학생들은 대부분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입학하

여 졸업 후 직장을 구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우

리나라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은 연령대나 배경, 취미

(골프 등)가 비슷해 좀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고 필자 역시 그랬다. 근래 한일관계가 경색되긴 했

지만 별다른 내색 없이 친하게 지내는 편이다. 가끔 다

소 어색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이해의 폭

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에서는 내외부 저명인사의 공

개 특강이나 세미나 역시 자주 개최된다. 현지의 최근 

법률 이슈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다가 부담 없

이 들을 수 있고 점심식사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필

자도 종종 참석하곤 한다. 대부분 피자를 먹는 편이고 

드물게 햄버거나 샌드위치가 제공된다. 학생들이 피자

에 식상해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인지 세미나 주최 측

에서 햄버거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피자가 아닙

니다’(Non-Pizza lunch)라고 강조해주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다. UCLA LLM에서 두 달은 로스쿨 수업을 들

으면서 낯선 음식을 먹고, 타국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

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었다. 한편으로는 유학기

간을 통해 계획한 업무에 필요한 영어실력 향상, 뉴욕 

변호사시험 합격 등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목표임을 

깨닫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LLM 유학기간을 

일주일로 환산하면 월요일을 지나 어느덧 화요일도 저

물어가고 있다. 유학을 마친 LLM 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쯤은 경험해 볼 충분한 가치

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강세영

(현)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변호사시험 1회 합격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201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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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은 매일 선행기술을 찾는다. 매번 

원하는 선행기술을 단시간에 찾길 바라지만, 항상 좋

은 결과를 얻진 못한다. 이런 까닭에 일련의 심사업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도 ‘선행기술

조사’이다. 

대한민국 특허청에는 한 해 20만 건을 상회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출원되고 있다. 전세계로 넓혀 

본다면 해마다 쌓이는 특허문헌의 수는 아찔할 정도로 

많다. 심사관은 무수히 많은 기술문헌들 속에서 담당

하는 심사에 쓸 수 있는 인용문헌을 찾아야 하지만, 현

실적으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를 비롯 수많은 국가의 특허

청에서는 효율적으로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는 노력

들을 하고 있다. 나름의 노하우를 쌓아가며 최대한 나

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여러 방안 중 하나인 

‘특허분류검색’의 경우 IP51
(Intellectual Property 5) 특

허청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허분류 중 IPC라는 국제특허분류체계가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으나 이 체계는 구체적이고 세분

화된 분류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마치 도서관에서 

소설책은 어디에 있고, 전공서적은 어디에 있는지 정

도를 표시하는 정도다. 이런 IPC도 약 7만개의 세부 분

류코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소개할 CPC2
는 약 26만

개, 일본의 FI3
, F-term4

은 각각 약 19만개와 34만개의 

세부 분류코드를 가지고 있다. 특허분류체계의 분류코

드는 개수가 너무나 방대해 필요로 하는 분류체계를 

제대로 검토해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각 분류체계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자신에

게 필요한 분류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몇 시간 정도만 해당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전체 구조

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 물론 3~4시간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기술분류도 존재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분류체계

를 습득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다. 예컨데 차량용 도어에 관한 기술에 대해 IPC 및 

CPC 분류체계를 이용하는 특허분류검색을 하는 방법

은 이렇다. 차량용 도어의 IPC 또는 CPC는 ‘B60J5~’로 

시작한다(FI도 동일함). 인접 분류로서 다른 분류코드

어느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찾는 방법

김동욱 (MIP 4기)

1 한국·미국·중국·일본 및 유럽 5개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협력체,
2 IPC를 기초로 한 확장판으로, 일본을 제외한 IP5에서 사용하고 있고, 최근 일본에서도 CPC를 부여하기 시작함

3 IPC를 기준으로 한 확장판. 일본특허청만 사용.
4 기술관점별로 분류한 새로운 형식의 분류체계. 일본특허청만 사용.

리더스 리그, 마스터스 클럽 

[그림 1] 차량 도어의 장착 위치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9-184488호의 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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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기 하지만(ex. 항공기 도어 : B64C1/14, 선박 도어 

: B63B19~, 기차 도어 : B61D19~) 차량에 장착되는 도

어라면 ‘B60J5’라는 코드로 반드시 분류되어야 한다.

또 모든 분류체계는 도트(•)의 개수로 계층을 구

분하고 있다. 이 도트를 유념하여 상위계층과 하위계

층의 체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 즉, 도트의 수가 적을

수록 상위계층이고, 같은 수의 도트는 동일계층이다. 

하위계층의 코드는 다른 상위계층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림2 참조>

다시 예시로 돌아가서, 찾고자 하는 차량용 도어

의 위치가 차량의 전방, 측방 또는 후방인지 특정이 된

다면, 각각의 하위계층을 먼저 검토하면 된다. 즉, 차

량의 측방에 배치된 도어라면, B60J5/04의 하위계층의 

코드들을 살펴보면 된다. 이러한 분류코드 추출방법이 

완벽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지만, 자기의 기술과 가장 

가까운 형태(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찾을 의도를 

가지고 추출된 분류코드로 한정하여 검색하면, 찾고자 

하는 특징을 가진 선행기술군(郡)을 도출시킬 수 있다.

다만 이 정도의 분류검색은 IPC체계의 검색으로, 

차량 도어의 위치만으로는 원하는 분류코드를 찾았다

고 볼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세부적인 분류는 CPC체계

에서 찾아야 한다.

<표1>에서 상정한 기술적 특징은 ‘차량용 도어인

데, 차량의 측방에 배치되는 것이고(예를 들면, 승용차

의 운전석), 이 측방에 배치되는 도어에 빗물 떨어짐이 

방지되는 구조 또는 장치가 구비된 것’이다. 이와 유사

하거나 동일한 선행기술문헌을 찾기 위해서는 그림2 

및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련 IPC 및 CPC 분류체

계에서 해당 기술적 특징의 분류코드를 추출해 내야 

한다. 여기서 검색에 필요한 분류코드는 ‘B60J5/0494’

뿐이다. 이 분류코드 내에는 차량용 도어라는 특징

(B60J5)과, 차량 측방에 배치된다는 특징(B60J5/04)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CPC 검색란에 단지 구성

3에 해당하는 분류코드(B60J5/0494)만을 기입해 검색

하면, 원하는 기술적 특징과 밀접한 특허문헌들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3 참조>. 미국, 유럽, 중국 문헌 역

[그림 2] IPC 및 CPC 분류체계의 예시 

(B60J5 ; Espacenet Classification search)

표 1. 빗물 떨어짐 방지 장치를 구비한 차량용 측방 도어 구성의 
예시 및 분류코드

기술적 특징 CPC 분류

구성 1 차량용 도어일 것 B60J5~

구성 2 차량의 측방에 배치된 것 B60J5/04

구성 3 도어 열림시 빗물 떨어짐을 방지하는 것 B60J5/0494
[그림 3] B60J5/0494로 검색한 예시(KIPRIS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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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와 동일한 CPC 분류코드로 검색 가능하고, 일본

특허에 대해서는 FI를 이용하여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FI에서 빗물 떨어짐 방지에 관한 분류코

드는 ‘B60J7/00.A’).

예시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기술적 특징을 다루었

지만, 좀 더 복잡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련된 분

류코드가 분명히 존재한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

도 자신이 찾고자 하는 기술적 특징에 가장 가까운 분

류코드를 추출한다면, 그 검색 범위 및 검색 시간을 현

저하게 단축시킬 수 있다(F-term의 경우도 동일한 방

식으로 코드 추출이 가능).

분류검색의 가장 큰 장점은 도출된 검색결과에 노

이즈가 거의 없고, 다른 검색 기법과 조합에 의해서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연구하는 기

술분야 혹은 자신이 찾아야 하는 선행기술분야에 대해

서 해당 특허분류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단순 키

워드 검색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모든 특허문헌에는 고유의 특허분류코드를 부여

하고 있고, 이는 도서관의 식별코드보다 훨씬 더 기술

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전세계 특허청에서 공개되는 

문헌들이 다양한 언어로 기재되어 있고 모든 언어를 

섭렵할 수 없는 한, 부여된 분류코드로부터 기술적 특

징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IP5 특허청에서는 CPC라는 세부분류코드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교하게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

다. 이러한 분류정보는 선행기술을 검색하는데 확실히 

시간을 절약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특허분류

검색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른 검색기법이 더 효

율적인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연구개발자들 또는 선

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특허분류에 대한 정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조금 더 효율

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욱

(현)특허청 특허심사2국 자동차심사과 선임심사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선행기술조사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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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 중에는 유난히 정성스레 사건을 처리하는 8

년 차 검사가 있다.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하나라도 더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한다.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

게 공존하는 말과 서류들 속에서 차분히 증거를 찾아

내는 끈기와 열정, 공들여 작성한 공소장과 불기소장

의 결정문, 각종 보고서의 일부만 보아도 단박에 그녀

의 사건임을 알아볼 수 있다. 

이제 막 부장이 된 초임 부장에게 그 검사를 비롯

하여 선량함과 열정이 가득한 검사들을 첫 부원으로 

둔 것은 스스로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행운이자 감동적인 일이다. 물론 검사들은 기

본적으로 검사라는 직업과 사람이 좋아서 검찰에서 일

한다. 마땅히 검사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를 가슴 속에 

품고, 한 치의 오차 없이 업무를 처리하며, 공명심이나 

다른 욕심으로 사건을 과하거나 부족하게 처리하지 않

으려는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필자가 검사로서 보낸 젊은 시절 대부분은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과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한없이 부족한 역량과 능력 탓인지 그 무게에 눌려 힘

들고 두려웠던 적도 무척 많았다. 이런 이유로 직업으

로서의 일, 일상이 되어버린 서류 더미들 속에서 15년 

넘도록 매일 매일 한결같은 긴장감을 유지하며 모든 

사건에 진정성과 영혼을 담아냈다고 자부하지는 못하

겠다.

그래서 사건에 정성을 기울이기 위해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일상화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깊은 고민을 

안고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검사들을 보면 고마움과 

안쓰러운 마음이 동시에 든다 

수사와 재판은 신의 영역이라고들 한다. 다산 정

약용 선생은 ‘흠흠신서’ 서문에서 “흠흠(欽欽)이라고 

한 것은 삼가고 또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벌을 다스리

는 근본이기 때문”이라면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

늘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재판관은 법을 정확하게 

시중(時中)에 맞추어 집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신의 영역에 어떻게 한발치라도 다가갈 것인가. 사법

의 본질은 증거를 찾는 일에 앞서 시비(是非)를 가리려 

‘듣는’ 일이 아닐까 싶다. 피의자나 피해자의 삶에 조

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보람, 사회에 공

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려면 결국 

마음을 열고 깊숙이 파고들어야만 가능하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대한 혼돈과 혼란의 시기이다. “시간은 

모든 일의 가장 훌륭한 재판관(Tempus est optimus in-

dex rerum ominium)”이라고 하니, 결국 시간이 정의의 

편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도대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이고 거짓인지 차분히 

앉아 듣지 않으면 정의에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검사들이 일상에 잠시 지칠 때 꺼내 

들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검사선서’ 몇 구절을 덧붙이고 싶다. 우리 누구에게나 

검사의 길(경청과 정의)

양선순 (MIP 4기)

리더스 리그, 마스터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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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길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이 길 위에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구절 몇 개를 가지고 있었

으면 좋겠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

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

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

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

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양선순

(현)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검사 교수(신임검사 교육) 

서울중앙지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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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으로서 업무 외에 뭔가를 하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에 다니면서 소위 ‘빡세

다’고 평가받는 KAIST MIP 4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은, 실제 수험공부에 적합한 심적, 물리적 대응태

세를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게 사실이다.

필자는 뉴욕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운 좋게 회

사 현지 학술연수자로 선정이 되어 2015년 8월부터 1

년 반 동안 포담대 로스쿨 LLM 과정을 파트타임으로 

다녔다. 업무 후 저녁 시간에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가

고 영어로 된 책을 읽고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게 처음

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적응한 후에는 그저 이런 기회

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학교에 다녔다.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준비를 몇 년 하

다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막연하게나마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직장인이 

아무 준비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길에 오르기는 어

려워 계속 회사를 다녔다. 돌이켜보면 입사 후 10년만

에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이라는 꿈을 이룬 셈이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매년 2월말과 7월말 두 차례 

진행된다. 주(州)마다 커트라인이 조금 차이가 나고, 

시험의 내용과 방식 등도 약간씩 다르다. 시험은 이틀 

동안 하루에 6시간씩 보는데 뉴욕주의 경우 첫째날은 

에세이 및 법률서면을 작성하고 둘째날에는 200문제

에 달하는 객관식 시험을 본다. 필자가 세 번째 응시 

만에 합격했던 2018년 2월 뉴욕주 시험은 총 응시인원 

3759명 중 1421명이 합격을 해서 전체 합격률은 38%, 

외국인 응시자 합격률은 28%였다.

2017년 2월에 처음 치른 시험은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 크게 낙담했다. 다시 마음을 추스른 후 본 7월

의 두 번째 시험은 다행히 총점이 1차 때보다 많이 올

랐고 공부에 더 탄력을 붙일 수 있었다. 결국 세 번째 

도전에 합격을 거머쥘 수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재시 

이상으로 갈수록 합격률이 떨어지는데, 다행히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직장과 병행해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하

루 종일 업무에 빠져있다가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 것

이었다. 퇴근해도 이런 저런 마치지 못 한 업무를 챙겨

야 했고, 주재원으로서 시차가 정반대인 본사와 업무 

관련 통화를 해야 할 일도 많았다. 1차 시험 준비 당시 

공부하다가 본사와 20~30분 전화 통화를 한 후 다시 

도서관에 돌아오는 있이 잦았는데 이때 정신이 멍해져

서 다시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2차 시험 준비 

때부터는 최대한 업무 관련 전화를 안 하려고 노력하

고 정말 중요하거나 급한 일이 아니면 다음 날 연락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이를 통해 쓸데없이 퇴

근하고 나서도 업무에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

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필요한 영어 수준은 어느 정

도일까? 많은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이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객관식 100문제를 3시간 내에 

직장인으로서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하기

차성욱 (MIP 4기)

리더스 리그, 마스터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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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고 이해한 후 답을 고를 수 있는 정도라고 본다. 

첫 시험을 보기 전에는 에세이 작성과 관련, 영어 능력

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몰라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있

다. 결론적으로 에세이의 경우 내가 아는 지식을 영어

로 최대한 쏟아 붓고 나오는 시험이기에 중요한 것은 

영어 작문능력보다는 머릿속에 해당 문제가 요구하는 

법률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즉, 

작성 내용이 중요하지 문법적으로 일부 틀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컨데 증거법 문제에서 전문증거(Hearsay)의 정

의를 작성해야 한다면 수많은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해설 내용에서 읽었던 Hearsay의 개념을 한 문장으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정도가 변호사 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 수준이다.

객관식의 경우 3시간에 100문제를 풀 정도로 읽

어내는 게 처음에는 꽤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객관

식 문제를 어느 정도 풀다 보면, 처음에는 단어 하나 

하나를 눈으로 따라 가며 읽는 것에서 한 문장 또는 그 

이상을 시야에 놓고 읽는 것에 차츰 익숙해지게 된다. 

즉, 영어 읽는 속도가 중요한데, 이 역시 연습을 통해

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 업무와 공부 외적으로 남는 

자투리 시간에 최대한 영어 신문을 빨리 읽어내고 요

지를 파악하는 연습도 했는데, 실제 객관식 문제를 읽

는데 도움이 되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공부량이다. 

직장인이 풀타임으로 미국에 연수 와서 공부하는 사

람들보다 더 불리한 점이 이 부분이다. 업무 등에 치

여 하루 중 일부를 공부시간에 할애하는 게 말처럼 쉽

지 않다. 개인별로 차이가 많아 평균적으로 몇 시간

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굳이 수치

를 제시해야 한다면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최소

한 500~600시간은 필요하다고 한다. 필자 같은 경우는 

1~3차 모두 합쳐 약 1200시간을 투자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경우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현지에 가서 시험만 보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KAIST MIP 학우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직장

인이기에 필자와 같은 케이스도 있을 것이다. 미국 변

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후배 동문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관련해서 추가 문의가 있는 동

문께서는 언제라도 연락을 주면 성심성의껏 답을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차성욱

(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현 노조위원장) 

미국변호사(뉴욕),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외래교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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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Startup)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이슈이

자 거대한 흐름의 하나이다. 경제 · 사회적 다양성을 이 

세상에 심거나 기존의 것에 변화를 만들어 내는 실천

적 방법으로서 ‘창업’을 뛰어넘는 이슈를 제기하기 쉽

지 않다. 창업기업은 기존의 틀이나 방법보다 나은 혁

신적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만들어 시장에 제

공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 내는 주체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만들어 낸다’는 

그 존재 의의로 인해 ‘창업’이라는 담론 속에는 IP 문제

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필자는 창업가 입장에서 그

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한 IP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려 

한다. 필자의 졸업프로젝트 주제는 ‘실감 상호작용을 

위한 웨어러블 모션플렛폼’이다. 졸업 당시 그 주제로 

창업을 했던 상황이었기에 그러한 프로젝트가 나왔다. 

또한 졸업 당시 시의적절한 IP 분야 주제를 파고들기 

보다는, 당장 급했던 기술개발 과정의 주요 장면들을 

자료화하고 싶었기에 창업 아이템이 졸업프로젝트의 

주제가 되었다. 필자가 창업한 (주)리얼감의 핵심 제품

은 ‘Clutch가 작용하는 스마트 모터시스템’이다. (주)리

얼감 창업을 위해 당시 재직 중이던 한국발명진흥회를 

나온 때가 2015년 여름이니 어느덧 4년 간 공동창업자

들과 실감 체험형 미디어인 VR과 다양한 시뮬레이션 

장비, 그리고 지능형 로봇과 모빌리티 분야에 이 스마

트 모터를 적용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필자는 IP경영에 있어서는 창업 4년차 그 이상의 

성과를 만들고 싶었다. IP기관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KAIST MIP에서 IP를 고민했던 시간이 분명히 반영되

었으리라. 그래서인지 (주)리얼감은 짧은 업력임에도 

IP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PCT 기준으로 13건

을 진행하고, 2018년 특허청의 IP-R&D 컨설팅을 지원

받으며 특허 활동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후 미국출원 6

건, 2019년 일본, 중국, EU 등에 6건 등 전체적으로 국

내외 포함 40건에 가까운 등록 또는 출원 건을 보유하

게 되었다. 올해 첫 매출을 올리고 있는 (주)리얼감의 

린 스타트업의 시각에서 본 특허

정연우 (MIP 5기)

리더스 리그, 마스터스 클럽

[그림1] 리얼감 스마트 모터시스템과 응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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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인 도요타(Toyota)의 린 경영(Lean Management)

과 차별화하기 위한 창업 중심의 개념이 ‘린 스타트업’

인 것이다. 기업, 특히 초기 창업기업들이 롱텀으로 기

술과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기 보

다는 최소기능제품(MVP; Most Viable Product)으로 시

장의 평가를 빠르게 수집하고 문제점 또한 빨리 보완

하거나 전략적 변화(Pivot)를 만들며 시장(Market)의 

니즈(needs)에 맞추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며 효과적이

라는 스타트업 경영전략이다.

필자 또한 ‘린스타트업’ 경영의 열렬한 지지자 중

의 한 명으로서 지금은 다양한 최소기능제품(MVP)을 

활용하여 시장의 니즈와 시장 수용 적합성 등을 증명

하고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과

했을 때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는 혁신’ 후보로서 지

금까지의 IP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과 내용을 주고 받

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발명아이디어를 시드

(Seed) 단계부터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대형 연구기

관과 대기업 연구소들은 시장 검증과 권리화 프로세스

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나 인적, 물적, 심지어 아

이디어 조차도 부족한 창업기업에게 ‘통합적 관리’보

다는 ‘선택과 집중’의 환경이 강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

이 현실이다. 이런 경우 명세서를 쓰는 것보다 시장 검

증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며 이것이 린 스타트업(Lean Startup)의 관점이

다. 이는 작년 필자가 미국에서 만난 투자자들의 생각

을 이해하고 향후 그들과 보다 생산적인 이야기를 이

끌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믿는다. 

얼마 전 ‘한국 특허 무효심판 인용율’이 50%에 근

접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4년 전 한국발명진흥회 재

직시에는 53%가 넘는 무효심판 인용율이었다. 최근 

2016년 49.1%, 2017년 44%로 하향 추세라고는 하지만 

일본의 3배에 달하는 무효율 속에 담긴 심각성은 변하

지 않고 있다. 선행 기술에 대한 불충분한 조사, 심사

사업화 단계와 비교할 때 IP포트폴리오 활동이 빠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스타트업의 IP포

트폴리오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외부에서는 어떤 점수

를 줄까? 한마디로 ‘별 관심 없다’가 2018년까지의 성

적이다.

필자는 2018년 가을 ‘KIC 실리콘벨리(www.KICSV.

org)’의 초청으로 7주간 LA와 실리콘벨리에 머물며 많

은 업계 관계자와 투자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여

러 IR행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이쪽 투자자들은 특허

에 대한 질문이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투자자들은 

등록된 특허가 있는지, 특히 미국 등록 특허 여부에 대

해 관심을 갖기도 했지만 미국 쪽의 분위기는 사뭇 다

르다는 것이 확연히 느껴졌다. 이런 미국 투자자들의 

태도에 대해 필자의 미국인 멘토는 150년 전 ‘자동투

표검표기’의 판매 부진으로 인해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난 제품이라도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면 발

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토마스 에디슨의 일화를 

이야기 해주었다. 

에디슨의 생각에 대하여 여러 세대를 이어간 공

감 또 유사한 경험들은 21세기인 지금까지 ‘시장이 수

용함으로써 비로소 혁신이 된다’는 미국사회의 상식

으로 공고화되며 세계인의 상식으로 확산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솔직히 ‘별 관심 없다!’는 (주)리얼감의 자랑

인 IP포트폴리오에 대한 미국 투자자들의 무관심에 당

황한 나머지 필자가 급조한 생각이다. 특히 린 스타트

업(Lean Startup)의 관점에서 ‘쿨하게’ 보자면 ‘별 관심 

없다!’가 아니라 ‘지금은 별 관심 없다!’가 (주)리얼감

과 투자자 모두에게 생산적인 표현일 것이다. 창업 생

태계는 린 스타트업(Lean Startup)에 대한 관심과 노력

이 뜨겁다. 린 스타트업은 벤처기업가 출신 에릭 리스

(Eric Ries)가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고안한 경

영전략이다. 린(Lean)하다는 의미와 같이 빠르고, 가

볍고, 유연하게 연구하고 경영한다는 의미다.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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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과다한 업무량 등이 심사 프로세스에서 지적되는 

무효특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더해 자

신의 아이디어를 권리화 하려는 기업의 성급한 의지도 

IP품질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필자의 생각을 더

하며 이 글을 마무리 한다.

정연우

(현)㈜리얼감 공동창업자 겸 CEO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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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항서 감독의 대활약으로 베트남은 우리에

게 정서적으로도 좀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듯 하다. 우

리나라는 투자건수 6883건, 총 투자금액 595억 달러

를 베트남에 투자하여 투자액과 건수 모두 대(對) 베트

남 1위 투자국이다
1
. 또한 베트남은 미국, 중국(홍콩 포

함)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투자대상국임과 동시에 

아세안 지역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국내외 경기침체의 

여파로 완만하게 감소해 왔던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

가 2013년 이후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는 없지만 베트남에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독특한제도가 ‘투자 자본 계

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DICA) 제도이다. 

DICA 제도에 따라 베트남에 출자하는 외국 투자기업

과 외국계 기업에 출자하는 베트남 기업에 DICA 계좌 

개설을 의무화했다. 자본 출연과 이익송금 등은 이 계

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 혹은 코

트라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면 DICA 제도

가 베트남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 문제되는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이 지면을 빌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베트남 투자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고기혁 (MIP 7기)

1 2018년 5월 누계기준 국가별 대 베트남 투자 순위(베트남 외국인투자청) : ①한국(595억 달러) ②일본(506억 달러) ③싱가포르(435억 달러) ④대만

(318억 달러)

리더스 리그, 마스터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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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매각 시 유의할 점

DICA 제도로 인해 베트남 기업에 출자한 외국 

기업이 그 지분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을 반드시 

DICA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받을 수 있다. 또한 DICA 

계좌는 반드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인가 

은행(Licensed Bank)을 통해서만 개설할 수 있고, 그 

관리자는 계좌 개설 시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 따라

서 JV의 소수 지분권자가 그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DICA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할 수 있는

데, JV 대표자의 협력이 없을 경우 매각대금 수령에 지

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법 상식에 따

라 제3자와 지분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설에 필

요한 서류를 양도한 이후, 그리고 매수인이 매매대금

을 모두 납입한 이후에도 주식매매대금을 실수령하는

데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

라서 베트남에서의 JV 지분매각을 위해서는 항상 JV

의 대표자(DICA 계좌 관리자)가 일정 부분 관여할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대금수령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구조를 현지 법무법인과 함께 설계해야 

한다.

베트남의 사법제도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막연히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사법제도가 구축되었다

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사법제도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의 제도에 익숙한 일반인들의 

기준에는 아직 많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베트남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제도나 사례가 실제 어

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일반이 법원의 판결을 통

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다. 주요 행정규칙에 대해 베트

남 고등법원의 유권해석이 발표되고 있기는 하나, 그

러한 해석이 각급 하급심 법원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둘째, 베트남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제중재판정

을 받은 이후에도 베트남에서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

판결(Recognition and Enforcement Judgment)을 받는 것

이 쉽지 않다. 이러한 집행판결의 세부사항을 확인하

기 위한 집행판결문 역시 일반 공중에 제공되지 않는

다. 2017년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에서 발표

한 바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 까지 받은 52건의 

국제중재판정 중 베트남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는 28건

에 불과하다.
3

따라서 베트남에서의 금융거래 시 사법제도에 대

한 신뢰를 바탕에 둔 계약에 기초한 거래를 할 경우에

도, 항상 ‘Escrow 제도’를 활용하여 실제 현금 흐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통상의 경우 JV의 대표자가 DICA 계좌의 관리자가 된다.
3 Nadia Dridi,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Vietnam: Overview and Criticisms, Harvard Law Online Journal Volume 59, Fall 2017

고기혁

(현)미국 변호사 (주식회사 한라) 

국제 중재 및 해외 입찰 관련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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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시각은 글로벌한 경험을 통

해 쌓을 수 있다. 

KAIST MIP과정은 비교법학 연구 커리큘럼을 가

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GPP(Global Practitioner Pro-

gram) 수업은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 속에 등장하는 미

국의 IP 기관들과 전문 로펌을 직접 방문하고 내로라

하는 기관 실무자들을 만나 대화할 수 있었기에 상상 

이상의 경험을 가져다 주었다. 미국 현지의 실무 환경

을 몸소 체험하고 그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

국인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웠다. 무엇보다도 교수님, 

원우들과 함께 한 시간이라 더 특별했다. 

1학년 가을 학기에 속한 GPP 과정의 목적지는 미

국 워싱턴 D.C.였다. 미연방순회항소법정(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국제무역위원회(U.S. In-

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같은 IP 기관과 전문 로

펌들, 그리고 미국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와 국회의사당(U.S. Capitol) 견학까지. 어

떻게 이 일정을 빈틈없이 계획하고 조율했을지 생각하

면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 

기관 담당자들에게서도 딱딱하거나 권위적인 태

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서 각 기관의 구조와 업무에 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오갔다. 전문 로펌에서 준비한 세미나에서는 최신 IP 

법률 동향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실무 노하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부 학우들은 이

에 앞서 여름학기에서 실습했던 케이스를 직접 발표하

고 로펌 파트너 변호사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적으로 다국적 기업 한국지사에서 근무하

면서도 본사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기회는 많지 않은데 

미국의 실무 환경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의

미가 깊었다.  

우리 기업들의 미국 IP 분쟁 사례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특허청이 발표한 IP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미국 내 우리 기업 연관 분쟁은 

총 37건에 이른다. 이 중 우리 기업이 제소한 건수는 

28건이다. 우리 기업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더 

이상 한반도만을 영토로 한정하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IP 전략을 펼친다. ‘앱성(Appsung)’으로도 불리우는 7

년 간의 애플과 삼성전자 사이의 특허 분쟁에서는 디

자인 특허, 기술 특허, 통신 특허까지 IP 전방위 이슈를 

미국 영토 내에서 다투었다.  

IP 인재들은 부지런히 글로벌한 경험을 쌓아 한걸

음씩 세계 무대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Step by step goes a long way: 

글로벌 무대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한 GPP 과정

김계영 (MIP 9기)  

김계영

(현)델테크놀로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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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기러기는 따뜻한 

곳과 먹이를 찾아 4만km 이상 멀리 날아간다. 먼 거리

를 여행해야 하는 기러기는 반드시 무리를 지어 여러 

마리가 함께 V자 대형으로 날아간다. 기러기들이 함께 

날아가는 이유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이다. V자 대형으로 이동하면 혼자 날아갈 때보

다 약 70% 이상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가장 앞에서 바람과 공기의 저항을 온 몸으

로 막아내던 기러기가 지치게 되면 제일 뒤로 이동하

고, 다른 기러기가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등 

서로 협력하여 그 먼 거리를 무사히 날아가는 것이다.

2020년 2월 KAIST MIP 졸업을 앞두고 지난 2년

을 돌아보면 의미 있는 추억과 동료들을 만나게 된 것

에 감사함을 느낀다. 우리들 이야기의 시작은 학습부 

활동이었다. 개강 후 매주 이어지는 퀴즈와 시험, 과제

의 거친 파도를 넘기 위해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각 

분야의 전문가 원우들이 모여 학습 공동체를 만든 것

이다. 룰은 간단하다. 먼저 배운 사람이 나중에 배우려

고 하는 동료에게 가르쳐 주는 식이다. 배워서 남을 주

면 남도 다른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 지식

을 나누는 선순환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다. MIP 원우

들은 사회 각지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

으며, 원우 간 세대 차이가 있을 정도로 나이, 소속, 근

무지역, 전문분야 등에 있어서 다양성이 큰 집단이다. 

이로 인해 출발이 어려운 반면에 그 다양성에 기반한 

협동은 시너지 중의 시너지, ‘슈퍼 파워 오버웰밍 시너

지’를 이루었다. 우리의 학습부 활동과 성과는 지식 공

유의 노력이 만들어낸 역작이 아닐까 싶다.

학습부 활동을 넘어 일부 인원은 기러기 V자 대형

의 무리와 같이, 앞으로의 인생을 멀리 그리고 함께 가

기 위한 개방형 소집단을 만들게 되었다. 누군가는 대

열에서 잠깐 쉬어 갈 수도 누군가는 집단 속 작은 집단

을 만들기도 하며 자유롭게 나아가고 있다. 지금 이 순

간도 우리 구성원들은 집필 활동, 학위/라이선스 취득, 

공동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시도하고 있다. 혼자

였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친목과 우애로 결집되어 저마다 목적지는 다르

지만 함께 방향을 맞추어 무리 지어 나아가고 있는 것

이다. 

지난 2년 동안 1더하기 1은 2보다 크다는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체감했다. 혼자보다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짧지 않다. 때로 

함께 하는 것이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고, 나에게만 주

어질 소득과 열매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여

겨질 때도 있다. 일상이 지치고 목표가 힘겨울 때가 있

다. 이럴 때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우리는 함

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장은호 (MIP 9기) 

(현)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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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에서 등장하는 뇌 가소성(Brain Plasticity)이

란 뇌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경험과 훈련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미 사회생활에 익숙해진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두뇌가 ‘뇌 가소성’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이 들 수도 있다. 매일 비슷한 업무를 반복함으로써 만

들어진 습관 탓에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최적화되었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생각해내거나 시도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된 것이다. 

습관이 만들어내는 관성은 새로운 시도나 선택을 

하는 것을 방해하며, 이를 사회심리학 용어로 ‘경로 의

존성’ 이라고 한다. 사실 이런 개념들은 굳이 위와 같

은 전문용어를 동원하지 않아도 누구나 경험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들이다. 

필자의 경우도 지식재산 분야에서 10여 년을 근

무하면서 이 ‘경로 의존성’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

는 것을 체감해왔다. 익숙한 분야의 정보가 아닌 것에

는 자연스레 관심이 줄어들었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드는 새로운 선택지는 웬만하면 배제하면서 안전 제일

주의를 추구했던 것 같다. 창의적인 생각이나 유머감

각은 이미 오래 전에 ‘안드로메다’로 날려 보냈고, 동료

후배들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지 않고 뻔뻔하게 ‘아

재개그’를 시전하는 횟수는 늘어만 갔다. 그러던 중 대

부분의 직장인이 느끼는 ‘발전 없는 나’에 대한 불안감

이 엄습해왔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무엇인가를 어쩔 

수 없이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 새로

운 시도가 ‘KAIST MIP’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지

금 와서 생각해보면 MIP 과정을 선택한 것도 ‘경로 의

존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무

엇을 배우고 싶은지도 모르면서 업무관련성을 고려하

여 선택한 MIP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내가 얻은 것들

은 지식이나 학위, 인맥 등 피상적인 요소들을 제외하

고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경로 의존성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운 생각과 선택을 하려면 색다르면서 신선한 자극

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곳에는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 즉, 필자가 해보지 않은 시도를 하는 사람

들이 많았고 그들이 준 자극의 횟수는 무척 많았다.

토요일은 본래 일주일 간 수고한 나의 뇌를 잠시 

꺼두는 날이었으나, 본 과정에 진학한 이후에는 오히

려 토요일이 나의 두뇌에 더 많은 자극을 가하는 날이 

되었다. 이 자극들은 한편으로는 스트레스였으나 점차 

긍정적인 자극으로 바뀌어갔다. 또한 지식재산 프로그

램이라고 해서 지겹도록 지식재산만 배우는 것이 아

니고, 가끔은 뇌과학 수업이라 착각하게 되는 리더쉽 

수업, 학문으로 있는 줄도 몰랐던 미래학 수업, 바이오 

기술 전략이나 융합 기술 전략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공학 수업들이 있어 두뇌의 여러 부분을 콕콕 찔러주

새 시대에 어울리는 뇌를 먼저 준비하자

최홍진 (MIP 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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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진

(현)한국특허전략개발원

능 시스템 도입 계획을 내놓고 있고, 인공지능이 만들

어 낼 파괴적인 혁신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

를 준비하고 있다. 이 분야에 속한 일부는 이러한 변화

를 기회로 느끼지만, 대부분은 위협으로 느끼며 때로

는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다. 갑자기 찾아온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할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구 받고 있지만 사실 변화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경로 의존성을 탈피하는 것은 쉽지 않고, 기존의 

지식을 융합하여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많은 기업들에서는 ‘트리즈’나 ‘브레인스

토밍’과 같은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고작 며칠 동안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 뇌를 살짝 건드려봤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접근방식을 지

녀야 한다. 그러려면 과거의 관성을 탈피할 수 있고 융

합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필자는 MIP를 통

해 새 시대에 어울리는 뇌구조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물론 꼭 MIP에서만 이

러한 발전이 가능하다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

군가 나와 같은 성과를 얻고 싶다면, 그것을 위한 최적

의 수단은 MIP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지속적인 수많은 자극들이 경로 

의존성을 탈피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시도와 선택

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 준 것은 분명하다.

나머지 하나는 내가 가진 지식들을 재구조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컴퓨터공학에서 등장하는 ‘온톨로

지’(Ontology)와 유사한 개념인데, 필자가 오랫동안 축

적해 온 다양한 지식들을 더 많은 선으로 연결하고 더 

체계적으로 구조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공부하고 일해 온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지식들의 상당수는 뇌의 어느 구

석에 ‘쳐박혀’ 있어 유용하지 않은 단편적인 지식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마치 컴퓨터 메모리에 남아

있는 데이터 찌꺼기처럼 말이다. 필자 역시 별다른 연

결선 없이 뇌의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지식들이 많

았다. 법과 공학, 경영학, 인문학을 넘나드는 다양한 수

업들과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여러 과제들을 때로

는 반 강제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에 저장된 지

식들의 연결선이 하나둘 늘어가는 게 느껴졌다. 그리

고 새로운 개념들을 발견하면서 피상적으로 떠돌던 지

식들을 구체화하고 개념적으로 분류하여 차곡차곡 저

장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 결과, MIP 과정의 종착역

이 보이는 지금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사용할 꽤 

괜찮은 두뇌를 준비한 것 같다.

최근 화두가 되는 키워드들은 ‘융합, 인공지능, 초

연결,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것들이다. 이것들은 모두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접근방식과 창의

성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지식재산 분야

에도 변화의 물결은 빠르게 밀려오고 있다. 4차 산업

혁명과 융합이라는 단어는 여기저기 안 끼는 곳이 없

고, 인공지능의 도입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 특허청도 새로운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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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상표 관련 실무를 한 지도 만 10년이 다 되

어간다. 상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작지

만 내실 있는 특허사무소에서 상표 관련 첫 경력을 시

작하였다. 상표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부터 국내 · 외 상표 출원, 등록, 의견서 제출, 심판 청구, 

판결 후 집행절차까지 모든 업무를 진행해 보았다. 그 

중에서 주로 국내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당국가에 

해외 상표 출원 ·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이를 통

해 국내 기업 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명함과도 같은 ‘상표’에 얼마나 비용을 투입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보호하고 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필자는 (주)윕스에서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국제상표(마드리드 출원) 및 국내상표 조사분 석

사업을 수행했다. 이직 전 특허사무소에서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 권리를 확보했다면 반대로 새 직장

에서는 그 출원건의 실체심사를 하였다. 

국내 및 국제상표 포함 7000건이 넘는 실체심사를 

경험하며 운이 좋게도 출원인의 입장과 심사자의 입장

을 실무로 모두 경험하며 업무의 밸런스가 맞춰진 것 

같다. 그리고 현재는 코리안 디저트를 표방하는 빙수 

브랜드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설빙에서 글로벌 법무

를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앞선 실무경력을 바탕

으로 기업체 내부에서 상표를 전략적으로 관리 · 대응 

및 해외시장의 상표 라이센스 계약서 작성 · 검토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일련의 업무 속에서 느낀 것은 ‘상표’

의 일생이 인간의 삶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다. 지식

재산권 범주에 들어 있는 권리 중 특허권이 그 기술 자

체의 창작성을 보호하는 것과 달리 상표는 상거래 상

의 ‘신용’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보면 상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

용할 때, 우리는 그 제품 자체 혹은 제공 서비스를 나

타내는 간판 등에 표시된 특정상표를 본다. 이후 직관

적으로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판단하고 기업이

미지를 떠올려 구매를 결정한다. 그것으로 판단은 끝

이다. 그 판단이 옳고 그른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상표에 대한 이미지는 수요자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이

다. 수요자의 평가가 축적되어 브랜드 가치가 산정되

며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용을 쌓거나 또는 잃기도 한

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브랜

드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삶도 이와 크

게 다르지 않다. 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어느 누구

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유일한 자원인 시간이라는 한

정된 자산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하여 직업 

시장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본인의 이름이라는 ‘상표’

를 통해 창출하는 중이다. 

상표의 등록요건 중 핵심적인 요소로 ‘식별력’이 

식별력 있는 삶

조준원 (MIP 10기) 

리더스 리그, 마스터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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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식별력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한 책에서 흰색 꽃밭

에 단 하나의 노란 꽃이 핀 이미지를 본 적이 있다. 이

와 같이 다른 것들과 대비되어 눈에 띄게 구별이 되는 

것을 ‘식별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우리의 삶은 또 

어떤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

가가 되어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눈에 

띄어 구별이 되는 ‘식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식별력과 관련, 디자인권을 포함한 특허권에는 

없는 독특한 제도가 상표에는 있다. 바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라는 것이다. MIP 입학 첫 학기 수업인 ‘글로

벌지식재산권’ 수업에서 박성필 교수님이 중요하게 다

룬 주제이기도 하다. 필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영

어로는 ‘Secondary Meaning’으로 명명되는 이 상표 제

도가 우리의 인생과 가장 흡사하다고 본다. 해당 상표

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품질이나, 용도 

등 그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거나 그 외에 해당 국

가에서 규정하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

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다 하

더라도 계속 사용하여서 수요자들이 특정한 출처표시

로 인식할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한 식별력을 비로소 인

정받아 상표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물론 시간은 소요

된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매우 어릴 때부터 ‘식별력

을 갖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대부

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학창시절을 거치고 사회

에 나와 자신만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등 식별력을 갖

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

은 ‘인내하고 지속하는 것’, ‘우직하게 나의 길을 갈 것’

이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자신만의 식별력을 반드

시 획득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것 역시 시간은 필요하다. 사실 인생은 시간과

의 싸움이다. 특허청 절차 중 권리확보를 위하여 정해

진 시간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절차는 있지만 추가 수

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부분은 우리의 삶과 다른 부

분이며, 삶의 한계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물리적으

로 제한된 유한한 시간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의 사람들은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살아간다. 세계 최

고의 부자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하더

라도 단 1초의 시간도 앞당길 수 없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돈보다도 소중한 자산이 바로 시간이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시간의 소중함을 매 순간 기

억하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겠다는 사명을 가지

고 자신만의 시간을 우직하게 인내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 ‘식별력이 뛰어난’ 명품 브랜드가 되어 있을 

것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조준원

(현)(주)설빙 해외사업부 차장

(전)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국제상표협회(INTA) 연례회의 참석(20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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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내?



Commemorative Book

MIP Interview 



1 INTERVIEW
Commemorative Book

Q1. KAIST MIP의 경험은 어떤 도움이 됐나.

“지식재산에 관한 가장 최신 지식을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좋

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장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원우

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몰

두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각기 다른 직업군의 원우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Q2. 학교 생활을 보다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MIP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뿐

만 아니라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

자기 이직을 하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수님과 충분한 상

담을 통해 현재 자신에게 가장 맞는 선택을 하세요. MIP 과정은 

학생들의 여러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트랙이 설계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242242



Q3.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MIP에 진학을 해서 주중, 

주말의 경계가 없이 일주일 내내 바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

녀 등 가족이 있을 경우 함께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

다. 가족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고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처음 

입학했을 때 마음을 떠올려 다시 공부에 매진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인터뷰 참석자 : 서무진, 송은정, 신주영, 이동한, 조형설, 차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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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RVIEW
Commemorative Book

Q1. KAIST MIP의 경험은 어떤 도움이 됐나.

“지식재산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한 학문입니다. MIP 교육과정은 타 경영대학원과 달리 이 점에서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무 중심으로 미국 외 주요 국

가의 법 절차 등을 배울 수 있어 외국 기업 입사나 이직에 관심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Q2. 졸업 후 바라본 KAIST MIP는.

“MIP 교육은 일종의 ‘직업교육’으로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선 어느 대학보다도 우수합니다. 다만 이

론 교육에 대해선 미흡한 면이 있어 학생들이 교수님과 소통을 

하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 점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

시로 진행되는 특강을 들으며 최신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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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3. KAIST MIP에 진학하려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지식재산에 대한 흥미가 없으면 절대 지원하지 마시기를. 

단순히 경력을 쌓기 위해 오는 것이라면 공부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재미가 있어서 진학을 했다면 깊이 있는 공부를 하

시기를. 단순히 수업을 듣기보다는 교수님 그리고 동기들과 꾸준

히 대화를 하면서 학업의 아쉬운 부분은 채워나가면 2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뷰 참석자 : 김윤수, 전재윤

245



3 
KAIST MIP를 졸업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 후로 어떤 동기들

은 결혼을 해 아이를 낳았으며, 어떤 동기들은 이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

고 있다. 또 다른 동기들은 서로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협업

도 하면서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함께 생존해 나가고 있었다. 일 때문에 

또는 일 외적으로 의지하며 자주 봤던 동기들을 인터뷰를 핑계로 만나 보

았다.

정준영 : 다들 오랜만입니다. 지난번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의논했을 때 

뵙고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났네요. 특허는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이상지 : 블록체인 기술은 등록이 됐고, 곧 PCT출원을 진행할 거야. 

김현식 : 다들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Q1. 정준영 원우는 회사를 개업했던데

이상지 : 그나저나 전혀 예상을 못했네. 준영이가 회사를 설립해서 내가 너

네 회사로 다 오고 말이야. 직원들도 꽤 있고, 회사 규모가 굉장히 

크네?

정준영 : 운이 좋았습니다. 인프라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클로징 협상 전문

가로 일하다 보니 국제 거래계약이나 IP를 기반으로 한 경영지원 

일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직 장관님의 권유와 정재계에

서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모시고 인프라 비즈니스 회사

를 만들었어요. 다행히 국제변호사인 저와 잘 맞아 한 달 좀 안 됐

을 때 이미 연 기대 목표치를 달성했죠. 

김현식 : 제가 감사로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빨리 자리 잡을 줄 몰랐어요. 

저도 준영이와 법률적인 일은 같이 진행했는데요, 협상으로 종결 

지어달라는 개인의 작은 사건뿐만 아니라 기업의 여러 사건들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제일 빨리 종결 지은 사건의 

경우 협상으로 1시간도 안 걸렸고 단 전화 몇 통화로 끝내더라고

요. 시간당 수익이 가장 많았던 것은 둘째 치고, 당사자들은 꽤 골

치 아팠을 사건인데 뚝딱 해치우더라고요. 오히려 상대방측이 나

중에 고용하겠다고 했어요.

INTERVIEW
Commemorativ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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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공 협상 비법은 무엇인가

정준영 : 상대방의 위신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우위에 있다는 ‘골든 브릿지’ 

전략을 쓰니까 상대측에서 고용하겠다고 한 거데요. 대부분이 그

러시더라고요. 애플 때도 자기네 회사로 오라고 그러고. 아무튼 

그때는 노림수가 뻔하니깐 쉽게 했습니다. 4500만원 밖에 안 하

는 기업간 분쟁이라는 운도 따라줬고요. 고객이 믿고 맡겨줘서 그

런 것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명장님(이상지)의 그 블록체인 기술

이 궁금한데요. 예전에 대전 카이스트에서 했던 브레인스토밍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특허까지 등록이 된다고 하니

깐 기분이 묘하네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기업의 플랫폼 서비스를 기

업과 지자체에 연결해주고 사모펀드로 SPC 만드는 것을 했거든

요. 명장님 기술은 그것과 비견되는 어마어마한 원천기술인 것 같

아요.

Q3. 이상지 원우가 개발한 기술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상지 : IOT를 기반으로 사물 자체에 인터넷망이 구성된다는 것은 혁신이

지.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발달을 통해 우리가 아는 모든 방식들

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으로 초지능, 초연결 및 초융합으로 가

고 있거든. 초지능은 로봇과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과 같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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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 기술이 구현된 사물이 프로그래밍 모델을 통해 학습된 자

동화의 수준을 넘어 주변 환경, 다른 사물 및 사람들과 자연스럽

게 상호 작용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거든. 인간 지능

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인공지능을 의미하기도 하고. 초연결은 

사물인터넷과 강화된 에지(empowered edge), 클라우드, 블록체인

망 등을 통해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훨씬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

결을 의미해. 초융합은 새로운 방식으로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

공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 또는 온라

인과 오프라인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의미

하지.

김현식 :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이상지 : 완전히 몰입된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현실 · 증강현실 · 혼합현실 기

술과의 융합, 사람과 협업하는 인공지능 로봇인 코봇(cobot)과

의 융합, 디지털(digital)과 아나로그(analog)가 결합된 디지로그

(digilog)에 해당하는 3D 프린터를 들 수 있어. 각종 재료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 환자 단백질 배양 기술의 융합을 통한 환자 맞

춤형 인체 장기의 제작 및 이식 등이 초융합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

정준영 : 4차 산업혁명의 기반 핵심 기술들 중 사물인터넷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잖아요. 기존의 인터넷과 사물인터넷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상지 :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모바일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근처 기지국을 경유해야 하거든. 스마트폰에서 보내는 

신호의 크기는 기지국까지의 전송 거리가 멀수록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 감소하니깐. 기지국 간의 거리는 서울에서는 보통 3~5㎞인 

반면에 이동통신 가입자가 적은 교외 지역의 경우 대략 40㎞ 전후

에 이르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 우리나라에서 기지국 간

의 거리가 가장 먼 교외 지역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통화품질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크기 이상의 신호를 송신해야 하는데, 이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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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여건에서 스마트폰은 대략 24시간 정도 사용 후 재충전하는 

것이 보통이야. 사물인터넷 센서는 소형이고 건전지 용량도 스마

트폰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라서 센서의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서는 가정이나 사무실 등의 한정된 공간에 센서가 접속할 수 있도

록 극소형 기지국과 유사한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포함하는 

근거리무선센서망을 설치해야 하지.

김현식 : 그러면 근거리 무선센서망은 기존의 인터넷과 차별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회의실 또는 스

마트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정집 등에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가 포함된 근거리무선센서망이 설치된 곳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상지 : 앞으로 사물인터넷 플랫폼이 실용화되고 활성화되기까지는 대략 

2년 정도 더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만일 이러한 상태로 방치

해 두는 경우 우리나라 사물인터넷 시장이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

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에, 우리 기술로 개발되는 다양한 사물인터

넷 센서, 게이트웨이 및 근거리무선센서망 등의 제품에 대해 국제 

규격 적합성, 서로 다른 규격의 제품들 간의 상호운용성 등을 검증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속히 구축해 운영해

야겠지.

정준영 : 꼭 이러한 원천기술이 각광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초연결사

회가 오면 IOT로 방대한 데이터를 중앙집중식으로 저장하고 AI

로 분석하는 클라우드와 IOT기기 근처에 셀별로 데이터를 저장하

고 단독 또는 클라우드와 연계하고 운용하는 에지로 뭔가 새로운 

독점형태로 나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접속하지 못하

는 상황이면 자체적으로 판단하니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가

능할 수 있겠군요. 

이상지 : 그렇지. 거기에는 아마도 디지털 트윈 기술이 쓰이게 될거야. ‘삼

성-애플’ 소송을 핸들링하더니 이해가 빠르네. 회사 대표가 돼서 

그런가? 아무튼 그 소송은 잘 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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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삼성-애플’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나

정준영 : 우리 3기의 자랑인 강인규 대표님만 죽어라 고생하고 있죠. 다행

히 국내 무효심판에서는 삼성을 상대로 이겨서 조금 힘을 받긴 했

죠. 제가 애플, TSMC와 협상으로 완결지었던 것도 힘을 분산 안

하고 끝냈으니 삼성만 상대하면 되니깐 잘 하시겠죠. 회사를 차리

고 제 분야를 개척한다고 나온 이후 상황은 잘 모르거든요. 좀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처자식이 있으니, 자 살길을 찾아야죠. 

그 회사에 지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결과만 기다리면 되니깐, 

순리대로, 합리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지 : 애플하고 협상도 하고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나 보네. 그래서 얼마

에 협상했어?

정준영 : 엠바고도 있고 비밀유지의무도 있어서 말씀은 못 드려요. 어찌됐

건 제 전문분야인 협상으로 클로징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습니다. 

미국 변호사가 지지부진한 것도 있었고, 강인규 대표님이 마지막 

협상에서 전적으로 믿고 맡겨주셔서 된 거죠. 아마 제 커리어에서 

소말리아 해적 때처럼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서오텔레콤 건도 있

었고, 분당 상속재산 기부한 건도 있었지만요. 나중에 자식에게 자

랑해야죠. 

Q5. 그간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이상지 : 그러고 보니, 준영이는 결혼 이후로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지도 

못했네. 현식이는 어떻게 살고 있어?

김현식 : 준영인 애가 벌써 두 명이에요. 5살, 2살. 유진이랑 비슷한 시기에 

낳았죠. 해탁이 형하고 결혼할 줄은 완전 몰랐는데. 저는 그냥 열

심히 변호사 개업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정준영 : 현식이도 10년 차잖아요.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의료소

송으로 알아주는 로펌에서도 2인자까지 했고, 부동산 관련 소송도 

좋은 동료들과 같이 일하고 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 넘버원 로펌

하고 싸워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고요. 제가 같이 몇 개 일을 해

봤을 때 현식이는 서면을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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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고객이면 현식이를 신뢰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친한 친구가 잘 돼서 뿌듯합니다.

이상지 : 너희는 ‘개돼지 모임’을 통해 자주 보곤 하잖아. 준영이는 점심 투

어하러 다닌다며. 잘 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

김현식 : 준영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매우 잘하는 것 같아요. 딱 맞은 옷을 

입은 느낌이랄까. 지난번 기흥시에 중동에 진출할 기업을 찾아서 

같이 갔는데 사업 얘기하면서 부수적으로 소송 건도 받아오더라

고요. 대기업들이랑 일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런데 작은 사건도 성

실하게 임하더라고요. 새벽까지 통화하고, 아픔을 공감도 많이 해

주고. 지난번 추석 전날 비가 많이 오는데 중년의 여성분이 도자

기를 품에 안고 준영이 회사로 왔어요. 사기를 당했다는 거죠. 준

영이가 그분 얘기를 3시간동안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법률적 사실

관계는 뻔하고 단순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해결해 드리겠다고 하

면서 택시를 불러서 직접 우산 씌워주면서 보내더라고요. 소송가

액이 3000만원 밖에 안 하는 사건이었어요. 불쌍하고 가난한 분이

라고 돈도 거의 안 받고 제가 법률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결국 

소장을 보내기도 전에 준영이가 돈을 다 받아냈어요. 그리고 상담

료만 받자고 얘기해서 제가 받은 착수금도 돌려줬습니다.  

정준영 : 사회공헌하고자 하는 게 좀 있어서, 업이라고 하나. 덕을 쌓으면 

돌아오더라고요. 몽골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병원 건설이나 잘 됐

으면 하네요.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진료 버스 프로젝트도 잘 진

행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선의로 다가가니 자꾸 이용해먹으려는 

사기꾼들이 많네요.

이상지 :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

겠다. 푸시풀 회사의 마케팅도 좀 도와줄 수 있어? 아프리카 쪽은 

어느 대사관이 하기로 했고, 중동 쪽도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정준영 : 가능하죠. 필요한 것은 일 년 간의 연차 보고서와 해당 특허기술 

번호 또는 PCT와 해외 박람회 때 사용했던 자료들이에요. 그 후에 

현지 마케팅을 조사하고 총판권에 대한 커미션을 거래하고 현지 

협력업체와 거래조정도 해야겠죠. 제가 따로 연락 드릴게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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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도 위탁경영을 받아서 60%의 지분

을 배분할 건데, 혹시 그때 말씀하셨던 VC연결되시면 자료를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상지 : 오케이 알았어. 준영이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협상기술

을 생존 전략으로 삼았구나.

정준영 : 네. 종합예술 같은 거에요. 고차원적인 감정과 수학적인 이익창출의 

복잡한 함수와 같은 것이라 AI는 못할 거에요. 실제 미국은 ‘클로저’

라고 해서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저도 처음부터 그것을 목표로 로

스쿨을 간 거고요. 외교부에 있었을 때 싱가폴 자야쿠말 부총리께

서 추천해주셨는데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

다. 현식이나 다른 동기들이 없었으면 사실 여기 오지도 못했죠.

김현식 : 운도 실력이지 뭐. 저도 법률사무소 운영하면서 괜찮게 하고는 있거

든요. 그런데 웬만한 로펌보다 잘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있

어요. 다가오는 미래는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죠?

이상지 :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

소한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세밀하게 살피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 이를 위해 공통

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고객의 문제와 연계된 적절한 데이터 수집, 

정밀한 분석, 예측 및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 기술이야. 그

런 차원에서 준영이 회사는 40명의 PM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

는 거지.  데이터를 분석해 현장의 상태를 세밀하게 진단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며 큰 사고로 이어지

는 것을 막는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시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서 그 대가로 절감된 고객의 비용의 일부를 제공받으면 고객과 기

업 모두 이익이 되고 상생이 가능하지. 

정준영, 김현식 : 그렇군요. 그에 맞게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이제 식

사하러 가시죠. 비도 오는데 약주도 좀 하셔야죠. 술은 낮술이죠. 학

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아 역시나 즐거웠고 명장님도 여전하시고요. 

함께하면 정말 멀리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급하게 시간 내주

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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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졸업한지 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나

유윤주 :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업무적으로는 변화 없이 

IP경영의 관점에서 IP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 올해 로스쿨을 졸업하여 지금 법률사무소에서 수습변호사로서 근

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장, 준비서

면 등의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전진희 : 대학원을 다닐 때는 인천에서 병원을 하고 있었지만 졸업하면서 

서울 마포로 이전했어요. 서울시와 요즈마 그룹, 중기청 등 여러 

단체와 벤처 기업 육성 및 자문 등을 하고 있어요.

권문 : 재학 시에 근무하던 르노삼성자동차에 계속 근무 중입니다. 현재는 

팀장으로 승진하여 쉽지 않은 과제들과 씨름 중입니다.

남석희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변리사 ·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어요. 

주요 업무는 가톨릭대 의대, 간호대와 8개 부속병원(성모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지원이에요.

허성우 : MIP에서 배운 지식이 회사 경영을 배워나가는데 아주 주요한 역

할을 해준 것 같아요. 특히 특수조명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으로 지

재권은 매우 중요한데요.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인 상태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주요했죠. 지금은 해외 수출을 위

해 다양한 국가를 방문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회사 발전

을 위해 한발씩 더 움직이고 있어요.

Q2. KAIST MIP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조규현 : 법원에서 외부 위탁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지원했

어요.

권문 : 대학선배인 MIP 1기 졸업생의 추천으로 입학했습니다.

유윤주 : 연구원에서 IP분야에 관심을 가져 IP관련 관련 업무를 하던 중 IP

경영 관점에서 역량 향상을 해보고 싶어 참여하게 됐어요.

전진희 : 2012년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게 시발점이었죠. 당시 벤처기업가

협회가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팀 닥터 자격으로 참가했어요. '창업

국가' 저자인 사울 싱어와 댄 세노르, 이외 이스라엘 창업가들과 

4 INTERVIEW
Commemorative Book

254



대화하면서 한국에 의료 벤처 기업 육성을 꿈꾸게 됐어요. 한국보

다 작은 이스라엘이 벤처 신화를 이룰 수 있었고 세계의 연구단지

가 된 배경에는 철저한 IP 기반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

서 법도 모르면서 MIP에 지원했어요. 면접 때 이광형 교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원자는 의사인데 IP를 배워서 

무얼 하시려고 하나요?” 저는 당당하게 “의사와 의료 기업을 세계

에 팔겠습니다”라고 대답했죠..

Q3. 학교 다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조규현 : 토요일 대전 수업에 차를 몰고 갔다가 늦어서 공학시험을 못 치른 

기억이 나네요. 처음으로 대전에 내려갔기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허성우, 차성욱 원우와 함께 했던 기억도 떠오르네요..

김태환 : 대전수업 첫날 낙성대역 주유소 앞에서 동기들과 함께 내려가던 

순간과 동기들과의 첫 엠티가 생각나네요. 첫 엠티를 계기로 많이 

친해졌어요. 4기 티셔츠도 주문해서 입었고. 그날 김철호 교수님께

서 와인 한 박스를 제공해 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필름이 

끊겨 그 때 이후는 모두 당시를 기록한 사진 속에서 확인할 수 있

어요. 

허성우 : 대전에서 모여 함께 공부하던 시간과 4기 첫 워크샵이 기억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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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아요. 특히 우리 동기는 가족이 모두 참가하는 워크샵 모임도 

가졌어요. 가평에서 아이들과 그리고 각자의 배우자들과 함께 보

냈는데 어느덧 6년이란 시간이 흘러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모

습을 보면 대견합니다. 그때 저는 아직 아이가 없을 때라 그런 좋

은 추억을 심어주지 못해서 아쉬워요. 그래서 내년에 또 한번 함께 

해보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어요.

차성욱 : 수업을 위해 동기들과 같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며 대전으로 내려

간 것, 매주 주말 수업 전 퀴즈시험을 치르기 위해 늦지 않게 택시

를 잡아타고 가며 그 안에서 열심히 벼락치기를 하던 쫄깃한 순간

들, 동기들과 강화도 워크숍을 가서 우정을 다지고 바베큐와 술을 

먹고 마신 기억 등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또한 마지막 학

기 때 동기들과 미국 워싱턴으로 연수를 같이 가서 보낸 추억은 5

년이 지난 지금도 동기들과 그 누구보다 끈끈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준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Q4. KAIST MIP 생활이 그립지 않은가

조규현 : 물론 MIP 같은 곳이 또 있다면 다시 해보고 싶어요.

남석희 : 물론이죠. 돌이켜보면, MIP에서 동기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

고, 함께 헤쳐나갔던 경험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고 살아가는 데 밑

거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었기에 너무나 고맙고 소

중한 생활이었습니다.

유윤주 : 동기들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Q5. KAIST MIP에 대한 소회가 어떠한지

조규현 : 입학 전후 젊은 동기생들과 진하게 어울렸던 기억 특히 잊지 못합니다.

김태환 :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참교육을 해준 소중한 동기들에게 감사합니다

전진희 : 우선 다양한 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을 만난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소

득입니다. IP를 산업에서 직접 적용하고 일을 하는 동기들의 모습

이 간접 경험이 돼 제가 맡은 여러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했어요. 

무엇보다 지식도 중요했지만 동기들과의 신뢰와 우정이 가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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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니다.

Q6. 4기의 유대관계는 상당히 끈끈하다. 그 이유는.

남석희 : 심각한 성비(性比)의 불균형으로 인해 동기 커플 탄생이 원천적으

로 발생할 수 없었던 태생적 한계(?)에 기인한 것 같아요. MIP 4기

의 남녀 비율은 9:1 수준이었고 그나마 있는 여성 동기는 대부분 

유부녀이거나 미혼이라도 임자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렇듯 ‘썸’

탈 가능성이 낮은 환경이었기에 우리 동기들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러한 관계를 더 끈끈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주신 이

광형 교수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

리고 싶네요.

권문 : 구성원들의 훌륭한 능력과 인성, 그리고 지난 회장과 총무를 역임한 

분들의 헌신이 유대관계를 이끌었죠.

허성우 : 모든 기수들이 다 끈끈하겠지만 특히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그리

워하고, 무엇보다 많이 만났던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졸업 후에

도 소규모로는 한 두 달에 한번씩은 꾸준히 만나지 않았나 싶네요. 

여담이지만 동기 간의 불필요한 러브라인이 없었던 것도 판이 깨

지지 않는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 기수는 여성 동기분들이 입학할 

당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기혼자였어요. 당시 미혼이자 솔로였

는데, 이 점이 다소 아쉬웠다고 해야 하나(웃음).

조규현 : 무엇보다 전 · 현 총무를 비롯한 헌신적인 ‘키맨’들의 도움이 컸죠.

차성욱 : 매주 꽤 많은 동기들이 하루 종일 진행되는 수업에서 해방돼 근처 

호프집 등에서 ‘치맥’ 등을 즐기며 쌓인 피로를 풀었던 게 주요했

다 생각합니다. 또한 동기회장과 총무가 헌신적으로 동기들 간의 

네트워킹을 도와주기 위해 워크숍을 조직하고 대전에서도 맛집을 

같이 방문할 수 있게 노력한 점 등이 그 이유였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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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MIP 전후로 지재권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는지. 활용한 예시 중 기억에 남

는 것이 있다면.

전진희 : 벤처 기업의 사업화 전략을 자문하다 보면 기업의 특성상 자산으

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IP입니다. 초반 창업 단계부터 IP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방향성을 제시할 때 MIP에서 배운 전문 지식

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업을 자문한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 

벤처 창업을 꿈꾸고 있어요. 몇몇 기업이 나의 자문으로 전략적 사

업화의 방향을 잡는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IP를 공부한 

것으로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몇 년 뒤 있을 창업의 성공

이 내게 가장 기억에 남을 MIP의 결과가 되게 하고 싶어요.

유윤주 : (당시엔 운영 초기여서 커리큘럼 구성에 일부 아쉬운 부분은 있었

으나) IP관련 기술 · 실무 · 경영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기

회가 됐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어 좋았어요.

차성욱 : 해외근무를 반복해야 하는 회사(KOTRA) 특성상 졸업 후 미국 뉴

욕에서 4년 간 근무를 하고 2018년 8월에 다시 한국 본사로 복귀

했어요. 미국 뉴욕에 있는 동안 회사 지원을 받아 현지학술연수 기

회를 얻어 업무를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뉴욕에 있는 포드햄대 로

스쿨 LLM 석사과정을 밟았어요.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게 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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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이미 더 힘든(!) KAIST MIP도 잘 마쳤기에 버틸 수 있었

다고 생각합니다. 운 좋게 포드햄대 로스쿨 후 미국 변호사시험에

도 합격을 해서 미국에 있었던 기간이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MIP를 통해 익힌 IP에 대한 지식과 로스쿨을 통해 습득한 법률지

식이 앞으로 제 인생에 더 많은 소중한 기회들을 가져다 줄 것이

라 생각하고 그 기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Q8. 마음에 품고 있는 앞으로의 목표는.

김태환 : 지난 3년 간은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명백한 목표가 있었고, 다

행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최소 3년은 실무를 통해 많이 배워야 합니다. 갈 길이 멀지만 해야 

할 일이 많아 때론 즐겁습니다. 멀리 있는 목표는 이후에 다시 생

각해야 할 것 같아요.

허성우 : 아무래도 회사의 발전과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어느덧 두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육아의 달인이 됐죠. 2~3년만 더 키우면 육

아의 큰 고비는 넘길 것 같아요. 회사도 그동안 해외에 뿌려 놓은 

씨앗이 조만간 새싹으로 자라게 될 것 같은 희망찬 미래를 조심스

레 낙관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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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희 : MIP 지원서에 적었던 내용인데, ‘IP Missionary’로 발돋움하는 것

입니다. 내가 속한 기관의 니즈에 부합하는 업무는 물론이고 IP를 

산 · 학 · 연 · 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전파해 궁극적으로 

한국을 IP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IP Missionary’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IP 날갯짓이 IP 업계의 ‘나

비효과’가 돼 국가적 차원의 즐거운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IP Missionary’가 되고 싶어요.

Q9.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규현 : MIP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수업 외에도 모두 알차고 가성비가 

높으니 적극 참여하세요. 

권문 : 2년 금방 지나갑니다. 즐기세요

차성욱 : MIP과정은 그 어느 석사과정보다도 배울 것이 많고 훌륭한 동기

들과 네트워킹을 잘 할 수 있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지 2년 동안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신을 더 성장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Q10. MIP를 간략히 표현한다면.

허성우 : 학업도 인맥도 모두가 자기하기 나름. 많이 어울리세요.

조규현 :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

전진희 : 무형의 IP를 성공의 신화로 만들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

남석희 :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차성욱 :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 몇 배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곳

권문 : ‘Window to reboot’

유윤주 :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기들과 함께 만들었던 소중한 내 인생의 

한 부분.

김태환 : 다시 2012년 가을로 돌아가더라도 망설임 없이 MIP를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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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각자의 간략한 소개 및 최근 근황은.

이광섭 : 5기이면서 동시에 동기 회장을 맡고 있는 이광섭입니다. 회장 업

무를 잘못해서 혼나야 하지만 5기 동기들이 다들 착하셔서 별말씀

이 없다는 것에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제약사

에서 제품개발 전략수립 및 특허소송 업무를 맡아 혼신의 힘을 다

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주일 : 5기 허주일입니다. MIP에서는 학창시절 동기회장을 했고요. 지금 

하는 일은 발명 특허 교육과 R&D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틈틈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별도 회사를 차려 사업하기도 

합니다. 최근 AI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스타트업을 설립해서 본업

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연 : 안녕하세요? 5기 김주연입니다. 현재 저는 반도체기업 특허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특허 출원업무와 특허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

니다. 저희 5기 회장님께서 이번 인터뷰에 함께 하자고 제게 제안

해주셔서 인터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나름 제 인생에 있어서, 인

터뷰는 처음이라 쑥스럽네요. 하하. 

최성익 : 반갑습니다. 5기 최성익입니다. 다들 5기라고 소개하니깐 웃음이 

나오네요. 저는 자동차 회사에서 일할 때 별명이 ‘최오기’였거든

요. 하하. 12년 동안 연구소에서 원가 · 제품기획 · PM업무를 수행했

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인 ‘Kona’라는 

차량의 PM을 담당했는데, 마지막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현재는 다

른 꿈을 위해 퇴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상황들을 고려해서 

고민 끝에 미국 이민을 신청했고, 최근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

고,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열했지만 행복했던 40여

년의 한국생활을 정리하며, 이방인으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 안녕하세요 5기 방은희입니다. 저는 조금 특이하게도 MIP의 첫 

외국인 학생이며, 중국 국적입니다. 하하. 저는 대학교 4학년 마지

막 학기에 북경에 있는 특허사무소에서 실습하면서 특허 업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KAIST MI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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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됐습니다. 이후 2013년에 지원해 2014년에 한국에 오게 되었

습니다. MIP를 졸업하고는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6월부터 서울사무소에 파견됐습니다. 현재는 한

국에서 주로 근무하고 북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주로 한

국 기업의 중국 내 특허 분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정철 : 저도 5기구요. KAIST-노스웨스턴 LLM 공동학위 과정을 함께 했

던 박정철입니다. 저는 1997년도에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연구개

발 부서에서 3년 정도 근무하고 특허부서로 옮겨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특허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

는데 한 회사에서 특허업무를 하면서 벌써 강산이 두 번째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Q2. 허주일 원우가 생각하는 특허기반 창업 시 주의점은?

허주일 : 조금 역설적으로 특허가 만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네

요. 특허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방법 중 최선을 선점하

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선택한 방법’을 보호받는 것이지, ‘다른 사

람이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내가 등록 받은 특허

가 기존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성이 있어서 소비자의 반응이 이

어진다면, 등록 받은 지식재산의 보호범위를 회피해서 후발주자

는 등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차이점 없이 무차별적으로 침해하

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사업

을 보호하는 것은 소송 등 자구적 노력에 의해 지켜나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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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 시스템적으로 차단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식재

산권을 통한 권리보호에 의존하지 말고,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축

한 선도적인 요소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서, 후발주자를 압도적으로 멀찌감치 따돌려 앞장서 나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3. 김주연 원우가 생각하는 특허와 워라밸의 상관관계? 

김주연 : 네.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업무와 

무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특허권을 획득한 후, 기업과 라이

센스를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제 인생에서 ‘로또 당첨’처럼 살포

시 와준다면 회사를 마음 편히 취미로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

다. 하하. 아… 내 워라밸.

Q4. 해외 변호사 시험 및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원우에게 해줄 조언

방은희 : 먼저, 중국의 사법고시는 중국 국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

무래도 저와 마찬가지로 다들 미국 변호사 자격증에 더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한국의 변호사 시험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

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과 같은 경우 최소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1년 정도 준비했는데 시간 관리와 체력 

관리가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 의지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매일 같이 저 자신을 달래는데 많은 시

간을 썼습니다. 시험 내용은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대신 시험 범

위가 광범위해 각 과목별 핵심 내용을 숙지하고 최근 5년간 기출

문제를 5번 정도 훑어볼 시간만 있다면 합격하는데 큰 무리가 없

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법고시 교육 업체 간 경쟁

이 심해 이런 업체의 온라인 무료 강의 영상과 강의 자료를 잘 활

용하면 교재나 강의를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준비

하는 학우가 계신다면 빨리 시작하고 월별, 주별 계획표를 잘 짜서 

시간과 체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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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철 : 최근 회사를 다니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몇 가지 말씀 드리면, 

첫째는 조급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며 기초를 쌓

아가는 기간에는 시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매일 정해진 시간으

로 규칙적인 학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다 보

면 자연스럽게 시험을 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험을 

볼 수 있는 단계에서는 기존 학습시간 보다 공부 양을 좀 더 늘리

고 모의고사 등을 통해 실전에 대비한 집중적인 준비가 최소 3개

월 정도는 필요합니다. 또한 교재는 가능한 간소화해서 반복적으

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하다 보

면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교

재를 너무 많이 참조하다 보면 시험 막바지에 정리가 어려운 상황

에 처하고 실제 긴장된 시험시간에 즉각적인 순발력을 발휘하기

가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믿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획과 다

르게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을 끝까지 믿고 성실하

게 준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뒤 따르게 됩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

시면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Q5. MIP에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허주일 : 주말에 2일 간 진행되는 대전 캠퍼스에서의 공학 과목 수강이 가

장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를 세계

적인 교수님들로부터 배워 좋았습니다. 대전에서 저녁까지 수업

이 이어지다 보니, 늦은 저녁식사가 밤늦도록 이어지기도 했습니

다. 이 시간에 교우들과 허물 없이 깊은 교류를 나눌 수 있었고 잊

을 수 없는 추억이 됐습니다.

이광섭 : 저는 졸업논문 때문에 아주 힘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평

소에 쓰지 않았던 글짓기 감각을 끌어올리는데 참 고생했던 것 같

습니다. 아 그리고 GPP가 기억이 나네요. 우리는 워싱턴에서 일정

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며칠 일찍 뉴욕에 도착해 학우들하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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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사진도 많이 찍고 다리가 아플 정도로 뉴욕 이곳 저곳을 

함께 놀러 다녀 좋았습니다.

김주연 : 저도 이 회장님과 기억에 남는 순간이 같네요. 졸업논문이 통과 못

할까 봐 조마조마 하며 애가 탔던 기억, 그리고 GPP 미국 연수 동

안 같은 기수 학우들과 미국 로펌 방문연수, USPTO, ITC 등 견학

한 기억, 그리고 뉴욕에서 맥주 한잔 마시며 도란도란 즐겁게 얘기

했던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최성익 : 저도 수많은 추억들이 떠오르는데요. 먼저 ‘미래학과 미래예측’ 수

업이 생각납니다. MIP-SJ 연합으로 4명이 팀을 꾸려 ‘2030년 자율

주행자동차의 미래’란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일, 카페에 교수님과 

학생들이 빙 둘러앉아 ‘미존’(未存,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 

존재할 대상)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하고 훈훈하게 토론하던 겨울

저녁, 방과후 함께 먹고 마시며 때론 밤늦게까지 전우애를 다졌던 

동기분들의 다정한 얼굴이 떠오릅니다. 돌이켜보니, 모자이크처

럼 추억의 대작을 남겼던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함께 했던 순간들 모두 다’라고 답을 대신 할게요. 

방은희 : 저는 1학년 때 동기들과 갔던 제주도 여행이 생각납니다. 아직 많

이 친해지지 않은 상태라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가끔씩 사진과 영

상을 꺼내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시

간에 다 같이 양재천에서 먹었던 도시락, 기말시험 공부 모임, 특

히, 스터디할 때 동기분 중에 저희를 이끌어주신 박모 교수님이 계

셨거든요. 그리고 미국 GPP, 대전 수업, 강릉 겨울여행. 정말 모두 

다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박정철 : 저도 아무래도 대전수업과 수업을 마치고 동기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만, 정말 안타깝게 최근 고인이 되

신 이민화 교수님에 대한 추억도 강하게 떠오릅니다. 기업가 정신

과 미래기술에 대한 강한 인사이트도 주시고, 개인적으로 논문지

도도 열성으로 해주셨던 분입니다. 논문 학회발표를 위해 여수에 

갔었는데 교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응원도 해 주시고 점심에는 인

근 시장에서 서대회도 사주셨습니다. 그 때 먹었던 서대회 맛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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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Q6. 졸업 전후 MIP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했나.

이광섭 : 저는 입학 전엔 공부 잘하는 분들이 올 것 같아서 합격할 수 있을

지 노심초사했습니다. 합격 직후에는 ‘나도 붙었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오겠지’ 라고 조금은 안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역

시 공부 잘하는 분들만 온 것이 맞았다는 생각을 했네요. 졸업한 

지금은 인성이 좋으신 분들만 있는 곳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허주일 : 특허와 관련된 일을 하다 어느 대학 교수께서 권해주셔서 MIP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학문적인 깊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입

학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입학을 하고 보니 동기들간의 끈끈한 동

료애가 싹트면서, 어렵게만 느껴지던 기술, 과학 분야의 학습 내용

도, 그룹 스터디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인 동기들을 통해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졸업 후 사업상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습니다. 이때 KAIST MIP 졸업생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로서 저의 자질에 대해 확

신을 갖고 대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주연 : 저도 허주일 대표님, 이광섭 회장님과 비슷한 생각이에요. 저는 입

학 전부터 KAIST MIP에 대한 입학 전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

습니다. 입학 허들이 높다고. 그래서 입학원서도 넣기 전부터 부담

감이 상당했거든요. 하지만 시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는 건 제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승부수를 띄웠죠. 그 결과 당당히 

입학했고, 무사히 졸업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뭐

랄까. 역시 KAIST MIP 강의 내용은 제가 현재 하고 있는 특허업

무를 하면서,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신을 줬습니다. KAIST 

MIP 졸업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줬죠.  

최성익 : 저도 우연한 계기로 회사 선배와 차 한잔 마시다가 MIP과정을 알

게 돼 지원하게 됐습니다. 외적으로는 공부할 상황이나 여유는 없

었지만, 내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강한 마음이 있었어요. MIP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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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 예상과 기대를 넘어 공학과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정치 · 경

제 · 사회 · 환경 등 매우 다양한 분야들과 인사들을 접하게 했어요. 

답답하고 좁은 시야를 확 열어준 여정이었습니다. MIP를 통해 회

사에서의 ‘정년퇴직’이라는 단순한 목표를 버리고, ‘더 나은 삶을 

고민하고, 개척해보자’라는 생각의 씨앗이 자랐다고 할까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방은희 : 입학 전 MIP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전부였습니

다. 주말 수업이라 2년 간 한국에서 주중에 근무도 같이 할 수 있

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주말 수업이 생각보다 너

무 ‘빡세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MIP 교육과정, 교수

진, 연수 프로그램 등 모두 완벽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

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MIP는 우물 안 개구리였

던 나에게 넓은 세상을 알게 해준 곳입니다. 

박정철 : MIP 과정 중에 특허 과목은 업무적으로 많이 접했던 부분이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새롭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IT, BT, NT 등의 

과목은 다양한 공학관련 기초지식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됐고 

미래예측 과목은 미래예측이 얼마나 가치가 큰지 깨닫게 해주었

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기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제 인생에서는 소

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좋은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제 

스스로도 계속해서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Q7. 본인이 속한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IP 이슈는.

허주일 : 저는 스타트업의 창업전략 컨설팅을 주로 담당하다 보니, 창업 초

기 기업이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보호 장치로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실감합니다. 특히, 인

공지능, 블록체인, O2O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술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이들 기술 분야는 특정한 형태를 가진 장치발명

보다는 BM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발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앨리스 사건 판례처럼 BM특허의 권리가 무효화 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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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켜보면서, 과연 비즈니스모델의 지식재산권은 어디까지 보

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광섭 : 저는 제약회사에서 특허소송을 주 업무로 하고 있어서 제약관련 

대법원 판결이 가장 민감합니다. 최근 존속기간 연장특허권의 효

력범위 관련 대법원 판단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국내 제약사들이 

패소하여 국내 제약사에 근무중인 저로서는 회사 내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

약특허에서 자주 논의되는 선택발명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

류돼 있는데 이 사건 판결결과에 대해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것마저 잘못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는 생각도 하기 싫

습니다.

김주연 : 제 업무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발명자의 특허권리 보호 및 특허

침해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처음 출원서의 청구항을 쓸 때, 발명의 

보호 범위가 명확하게 포함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특허의 청구 권리범위가 잘못 설정된 채로 등록이 되고, 이후 

경쟁사의 특허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특허무기로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요.

최성익 : 이젠 조금은 식상한 주제일 수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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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종종 뉴스가 나오네요. 꾸준

한 기술적 보완과 강화, 소비자들의 수용성에 대한 문제인식,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법 ·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출시가 

늦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 유럽에서 기업들

의 막대한 투자와 활발한 연구개발, 그리고 교통정책기관들이 추

진하는 법규제정과 자율주행의 기본 기술들을 차량에 적용하게 

하는 등의 정책적 변화에 힘입어, 이르면 3년 내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자율주행자동차의 출현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방은희 :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 특허법 4차 개정이 언제 통과될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될지 등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식재산법정을 새로 설립

하여 업무를 보기 시작하면서, 특허 등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민사 

및 행정안건의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상소는 최고인민법원에서 심

리하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와 강도를 엿

볼 수 있고 2심 사건을 집중 관할 처리함으로써 심판 품질의 향상

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중국

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기업들이 자체 지식재산권 보

호 및 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

각이 듭니다. 

박정철 : 최근 미국에서는 특허법 101조 즉, 특허적격성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잇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등의 

기술이 기술전반에 영향을 주면서 앨리스 판례로 대변되는 추상

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적격성 제한을 완화하여 특허의 영역

을 넓히고 특허 시장에서의 미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

도로 보여집니다. 이제 특허는 기업체나 연구소의 전유물이 아닙

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도 장기간의 연구개발 없이 얼마든지 

개념특허로 좋은 특허를 낼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점점 확대되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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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MIP가 현업에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됐는가.

허주일 : 저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하는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

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을 받아, 조기에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

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의 모든 단계

에 MIP에서 배운 것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도출, 사업

모델로부터 특허요소 추출, 특허출원 전략 수립, IP를 활용한 정부

지원 활용전략 기획 등 지식재산 창출에서 활용까지의 다양한 분

야에 활용하고 있으며, 직접 사업화한 경우에는 침해대응이나 기

술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하여 후발 

사업자의 도전에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김주연 : 허주일 학우님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현재 제 업무분야의 모든 단

계에서 MIP에서 배운 것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허주일 학우님

과 약간의 경험 차이가 있다면, MIP에서 배웠던 해외 지식재산 강

의입니다. 특허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고 계시겠

지만, 다양한 국가의 특허법을 한자리에서 교육을 받기란 매우 어

렵습니다. 저는 국내 출원 업무뿐만 아니라, 해외 출원 업무도 함

께 하고 있기 때문에, MIP에서 배웠던 해외 지식재산 강의가 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섭 : 학교에 배운 것들이 회사업무에 중첩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느끼는 MIP의 장점은 동기들의 전문가적 조언과 도움들이 가장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업무를 진행하면서 무언가 막히고 어

렵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면 이전에는 회사 내 팀장, 팀원들과 상

의하는 수준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제 주위의 분야별 업계 최

고의 전문가들이 포진 돼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이나 만나서 저

녁 한 끼를 함께 하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을 제공받는 경

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약업계에서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저만의 강점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은희 :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 특허법과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의 특허

법을 교육받은 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 경우는 특허 분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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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짜는 부분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들이는데 이런 습관은 MIP 수업을 통해 형성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들의 실무 경험에 대한 공유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공부도 한몫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기분들 다들 업계의 

훌륭한 전문가들이라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다

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박정철 : MIP의 지식재산 · 공학 · 미래예측 · 기업가정신 등의 수업을 통해 배

운 지식은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전

략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하고 솔루션을 찾아가기 위한 안목을 

키워줬고, 인생 로드맵을 세우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한 MIP 과정은 회사생활을 하면서 또는 회사생활 이후에도 다양

한 형태의 발명 활동을 통해 자아실현도 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

한 디딤돌이 됐습니다.

최성익 : 제 경우 지식재산 업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신차 제

품사양 기획서 · 신기술 개발전략 보고서를 작성할 때 MIP에서 공

부한 것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동료들과 차 한 잔 마실 때, 수업 중 

유익하거나 재미난 내용 등을 화제 삼아 공유도 하고요. 미국 이민 

신청할 때, 석사 이상의 학력, 논문자료, 추천서가 필요했는데 MIP

를 통해 한꺼번에 해결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논문을 지도해 주

시고, 추천서를 써주신 이광형 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Q9. 최성익 원우는 이민을 준비 중이다. 잘 되가나.

최성익 : 이광섭 회장님이 항상 “성익아 걱정마! 선택 잘했고, 잘 살거야!”

라며 천년 묵은 기운을 북돋아 줘서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솔직

히 ‘이민’은 두렵고, 아직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막중한 책임감

을 느끼곤 합니다. 사십 년 넘게 가족 · 친구 · 학업 · 일 등 수많은 관

계들과 함께 쌓은 정든 탑에서 편히 지내다가, 이국의 맨땅에서 돌

을 모으고, 다듬고, 쌓는 등 다시 인생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해야 

하니까요. 막노동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민 절차는 크게 서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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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 제출, 이민국 검토 · 결과, 비자인터뷰 · 출국 등이 있어요. 현재는 

이민국 승인을 받고,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

부의 강화된 이민정책으로 최종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노심초

사’ 단계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양가 부모님들과의 

이별연습입니다. 승낙해 주셨지만, 속마음은 걱정과 눈물이 가득

해요. 올해 초 부친이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고, 얼마 전 장인

어른은 고인이 되셨는데, 저의 선택이 부모님들에게 영향을 끼쳤

을 거란 생각이 들 때면, 애통함이 가득 밀려옵니다. 이런 천문학

적 부채를 안고 시작한 일이기에, 치열하게 고민하며 준비하는 하

루입니다. 생각나실 때 응원 부탁 드립니다. 

이광섭 :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박 모 변호사님, 이 모 교수님 등등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최성익 학우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남다른 열정과 동기를 대하는 마음들을 우리 

5기 동기분들이 모두 알고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누구

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고, 이민 준비를 하면서 말로는 설명 못할 힘듦이 분명 있었을 텐

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타국에서도 MIP에서 보여주었던 열정으

로 보란 듯이 성공하기를 두손 모아 기원하고 꼭 그렇게 될 거라

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Q10. 동기간 꾸준히 단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과 5기만의 장점은. 

방은희 : MIP 5기는 졸업 후에도 계속하여 모임을 만들고 여행을 가고 했

던 것 같습니다. 주말 등산 모임, 구석구석 골목길 투어, 와인 모임, 

그리고 중국 여행도 몇 번 갔었죠. 이 회장님께서 정말 잘 이끌어 

준 덕분입니다. 허드렛일은 본인이 도맡아 하시고 저희를 위해 묵

묵히 ‘열일’해줘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5기의 특장점이라면 

다들 긍정에너지로 넘친다는 점입니다. 다들 개척자들이십니다. 

도전 정신과 실천 능력이 뛰어납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 또한 

힘을 얻고 도전 정신, 긍정적인 생각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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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들 간에 만남을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

다. 동기 여러분 사랑합니다.

김주연 : 서로간의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관심이 없다면, 

동기모임의 지속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기 

핵심멤버들은 자주자주 연락하며 서로서로 관리 아닌 관리를 당

하며 돈독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 어

디든 다 참석하겠습니다.

최성익 : 먼저 동기들의 단합을 위해, 솔선수범하시는 이 회장님께 무한 존

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잊을만하면 대학원 소식, 동기들 근황, 모

임공지 등 새로운 소식들을 밴드에 올려주시고요. 가끔 안부전화

도 주시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이게 바로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 하

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5기의 장점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

이 많다는 점입니다. 또 여기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적지 않

은 회식비용을 찬조해 주시거나 카드를 아낌없이 내놓으신 헌신

적인 큰손들이 여럿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동기님들, 안부

전화 드릴 테니 어색해 하지 말고, 받아주이소. 존경하고, 사랑합

니데이.

박정철 : 5기에는 다양한 분야에 개성 넘치는 전문가들이 유독 많다고 생각

합니다. 동기들 개개인들의 지식을 정기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

가 있다면 인생의 큰 재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라고 

하면 딱딱한 느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발적인 참여자를 모집하

고 자발적인 주제를 정하도록 하고 미리 1년 스케줄을 공지하여 1

달에 1번이든 2달에 1번이든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했으면 합

니다. 1시간 정도 세미나를 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는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광섭 : 세미나, 여행, 찬조금 등 다 맞는 말씀이며 모두 필요한 것 같습니

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 이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저만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인터뷰와 칼럼 등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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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게 부탁 드렸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흔쾌히 참여해 주신 

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 5기를 이끄는 힘의 원천이 아닌가 하는 생

각을 했습니다. KAIST MIP 10주년을 주제로 이렇게 모여서 조금

은 생소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평소에 술자리에서 보이지 않았

던 모습을 봤던 것 같고, 얼마나 MIP를 아끼는지를 알게 된 좋은 

자리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5기, 더 나아가 MIP 모두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돈독해지고 단합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희망하

며 오늘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바쁘신 분들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수준 높은 인터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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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오랜만에 만난 소감은

정상한 : 지난해 가구 박물관에서 장하준 교수 특강 이후 동기들을 볼 수 있

는 모임이 소원했는데 다들 바쁜 와중에도 오랜만에 볼 수 있어 

반갑네요. 

배희정 : KAIST MIP 과정을 생각하면 그때 경험하였던 모든 것이 소중하

고 감사합니다. 동기들을 보면 그때의 좋은 기억들이 항상 떠오릅

니다. 마치 우물 속으로 두레박을 내려 보내면 늘 가득 차서 돌아

오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김충선 : 오랜만에 보는데도 다들 변함없이 보기 좋아 기분이 좋네요. 또 졸

업 후에도 새로운 도전 과정 등에 뛰어들어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

들을 보니 저도 의욕이 생기네요. 

이규철 : 부부가 동기라 같이 오려고 했는데 주말은 아이들 일정으로 녹녹

치 않아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졸업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지난 

주 수업에서 본 것처럼 낯설지가 않네요. 그만큼 보고 싶었나 봅

니다.

Q2. 각자 분야에서 근황은 어떤지.

배희정 : 빅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농

협 등 제1금융권에도 제품이 납품되는 등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올해 KAIST MIP에서 후배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와 인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길섭 : 입법 정보화 분야에 이어 최근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일하게 됐습

니다. 지식재산 정보의 공유, 활용 및 확산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 

정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고, 인공지능 등 최

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특허 행정, 심판, 정보보호, 산업진흥 분

야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빠르고 편하게 제공하

도록 하는 것이 최근 관심사입니다.

김충선 : 회사가 가진 특허로 전문 라이센싱 회사 준비를 계속 생각하고 있

습니다. 국내 특허 시장은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어렵다는 

생각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국내 IP 생태계는 앞으로도 발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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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기에 국내에서도 IP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고 싶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희창 :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법무법인을 설립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데일리픽’이라고 건강기능식품 관련 스타트업도 시작했

거든요. 건기식 소분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 해서 시작했고, 처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기인 박세준 변리사 도움으

로 상표권 출원도 했어요.

박세준 : 네이밍을 이미 잘해서 특별히 도움 드린 것은 없어요. 브랜드의 등

록 가능성 검토 및 상표 출원을 진행했는데,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온라인 상표 

출원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변리업에 적용된 온라인서비

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개선한 서비스를 준

비하고 있고 조만간 서비스가 출시되면 동기분들이 다양한 의견

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규철 : 현업인 엔지니어링 분야도 최근 하도급 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 방

지 법 등이 강화돼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저작권 남용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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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MIP 과정 이후 진학을 해서 석·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지

정연아 : IT 회사 업무와 수험생 자녀로 바쁜 와중에도 지식재산권 관련 법

학박사 과정을 최근에 수료했습니다. MIP에서 AI, 로보틱스 등 과

학기술 분야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이 공부를 계속하게 된 계기였습

니다. 공부를 계속하는 것은 좋았지만 MIP와 같이 원우회가 활성

화되지 않아서 MIP 동기들과의 끈끈한 동기애와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오예진 : 저도 지식재산권 세부 전공으로 박사과정 중이며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조문에서부터 주요 이론 및 판례까

지 모두 아우르는 MIP 과정 덕분에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었습

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지재권 분야를 

배웠던 경험은 사례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정상한 : 저는 지식재산 관련 석사 과정을 수학하게 됐는데 생소하던 법 분

야가 MIP 과정을 통해 문턱이 낮아지고 흥미가 생겨 AI와 정보 

보호 등의 분야를 좀 더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일이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 학위 과정에는 집중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으로 시작된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시간

이 지나가면 집중도 추진력도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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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올해 동기 회장으로 취임하신 후 소감 및 포부는? 

이길섭 : 6기 입학 후 노광태 원우가 초대 회장으로 자원해 서먹서먹했던 

원우들의 마음을 열게 하면서 소통을 도왔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후 2대 최승일 원우가 회칙 제정, 임원 조직 및 운영, 기억에 남을 

만한 화합 행사를 주관하면서 원우회가 활성화되는 큰 계기를 마

련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대 배희정 원우는 막바지 원우들

이 논문 활동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따뜻한 지원으로 힘을 내

게 했고 졸업 이후에는 교수님과 원우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

고 경조 행사를 잘 챙겨 만남을 돈독하게 유지하는데 힘썼습니다. 

저는 원우들의 기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소모임을 구성하고 

이에 맞게 임원진을 재편했습니다. 지역별 소모임을 통해 나눔을 

갖고 교수님과 만남의 자리를 통해 학생 시절의 마음을 근간으로 

소통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영역 간의 나눔의 장을 통해 

분야 간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많은 참

여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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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간단한 소개

“7기 문제헌입니다. 두 딸의 아빠이자 화장품 신 원료 및 제형을 만드

는 벤처기업 ‘네이처인랩’의 대표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매일 마

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창업을 하

게 됐습니다. 안전은 기술에서 나온다는 신념으로 느리지만 한 

걸음씩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중심의 R&D 전문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특허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연

구 수준이 높은 전국의 국립대학교의 특허를 검토하여 유관성 있

는 특허를 선별하고 기술이전을 해 사업화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과 특허에 대한 공부를 좀더 

깊이 있게 하고 싶어 KAIST MIP에 들어갔구요. 과묵한 제게 7기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을

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졸

업한 지금도 마음은 늘 도곡캠퍼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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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은. 

“늘 넉넉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시던 박성필 교수님이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공부에 전념하기 어려운 직장인들

의 사정을 늘 살뜰히 챙겨주시는 교수님 덕분에 힘들

고 지치는 학교 생활을 수월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

다.”

Q3. KAIST MIP에서 후회되는 일은?

“좀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것. 마흔이 넘어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마음먹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막상 입학을 하고 학업에 대한 의지가 많이 꺾였다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공부에는 때가 있다는 어른들

의 말씀을 몸소 느꼈습니다. “

Q4.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마흔이 넘어 다시 들어간 학교, 2년간 학우들과 함께 다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행복했

습니다. 학교에 들어와 인생의 후반부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갈 동지들을 만났다는 점이 제 인

생의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

다. 졸업 후에도 자주 보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으

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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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나에게 있어서 MIP는 ‘OOO’이다. 

김시현 : ‘디딤돌’입니다. MIP 진학 당시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 간 교수님들 및 동기들과 소통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고, 진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윤준 : ‘INPROMICS’(INtellectual PROperty+MICS)입니다. 유전자(Gene)

와 염색체(Chromosome)를 함께 일컫는 게놈을 중점적으로 연구

하는 학문이 유전체학(GENOMICS) 라면 IP (Intellectual Property) 

관련 법률, 실무 지식과 리걸 마인드에 대한 교육을 지향하는 곳이 

MIP 이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삶의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40대 

중반에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됐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있어 방향

과 전환점을 마련한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박윤이 : ‘오디션’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갔지만 톱스타가 될 거 같은 느낌

입니다.(실제로 남편이 진학을 원해서 입학설명회에 같이 참석했

다가 본인이 합격하고 남편은 불합격)

배준식 : ‘타임머신’입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학부생활 때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회 활동을 못

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8기로 입학한 뒤 총무

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고, MIP의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원우들과

도 많이 친해지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학부 때로 되돌아 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수봉 : ‘구명줄’입니다. 군생활을 하며 다른 변리사 동기들에 비해 뒤쳐지

고 있다는 생각에 허우적대고 있을 때, MIP가 구명줄이 돼 그러한 

생각에서 빠져 나오게 해줬습니다. 여기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알찬 실무수업을 통해 나만의 길, 나의 강점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고, 힘든 군 생활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

었습니다.

윤영진 : ‘융합’입니다. MIP는 각계 각층에 근무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한자

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열어주었고, 이를 통해 제가 속

한 특정 분야의 경계를 벗어나 인접 분야 그리고 이종 분야에까지 

사고의 폭을 넓혀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모두가 원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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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분으로 서로 간에 허물 없이 교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

습니다.

조윤수 : ‘비타민’입니다. 다소 따분하게 느껴졌던 회사생활을 벗어나 일상

에 큰 활력소가 됐습니다. 또 잠재 및 현재 고객사들, 각계각층의 

뛰어나신 분들과 함께 하며 간접경험도 쌓고 모티베이션 기회를 

얻었습니다. 2년 내내 주말이 기다려졌고 그로 인해 큰 힘을 얻었

으며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Q2.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MIP 베스트 활용법은.

김시현 : 최선을 다해 대학원 생활을 누리길 바랍니다. 직장인에게 있어 주

말을 할애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업은 물

론, 학교행사와 동기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어느 순간 토요

일을 기다리며 대학원 생활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

니다. 

김윤준 : 매주 수업을 통한 지식 탐구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직종에서 종사

하는 원우들과의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졸업 후 또 다른 

의미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MIP 원우들은 다들 ‘포텐셜갑’ 이

라는 것과 뭉치면 뭐든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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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이 :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실제로 강의에 들어오는 강사진들

은 평소 업무에서나 일부러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화려한 경력

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만나서 토론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은 매주 

주말마다 엄청 유익하고 가치가 있으며, 삶의 자극제가 되기에 충

분합니다.

배준식 : 동기들과 많이 친해지기를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생활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학생회 활동 좋고, 또는 학교

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은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수봉 : 모든 수업을 잘 들으세요. 하나하나 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

지 못한 자의 아쉬움과 후회가 섞인 조언입니다.

윤영진 : 앞서 말씀 드린 든든한 원우들 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무 경험으로 

중무장하신 교수님들, 그리고 현업에 계신 다양한 실무가들이 있

습니다. 강력한 맨파워를 가진 MIP 속에서 먼저 다가가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윤수 : 학업과 인맥 모두 다 가져가시길!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 폭넓게, 

유연하게 사고하며 2년 간 부지런히 필요한 것들 모두 취하고 얻

어가시길!

Q3. MIP에 다시 입학한다면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김시현 : 사실 대학원 생활을 너무 알차고 즐겁게 보냈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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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다시 입학해도 똑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김윤준 : 주중에 회사 업무 하면서 퀴즈와 레포트를 준비하고, 토요일에 수

업을 들었는데 입학 초기에 넘쳤던 의욕은 졸업에 가까워질수록 

수그러들었던 것 같네요. 정규 수업 외에 주변에 공통 관심사를 갖

는 원우들이나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원우들과 정기적인 세미나 

또는 학술 모임을 했으면 더 알찬 시간이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윤이 : SCI 논문을 써서 졸업하고 싶어요. 늦게 철들어서 공부를 시작한 

만큼 학업에 대한 열의가 생겼습니다. 논문을 쓰고 졸업할 때쯤 어

차피 논문을 쓸 거고 향후 박사과정까지 욕심을 부릴 거면 SCI/

SSCI급 논문을 써서 졸업했다면 엄청 유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졸업 때 논문과 프로젝트 등 일과 병행해 수행하는 

고통은 모두 똑같이 힘들고 고되기 때문입니다..

배준식 : 아마 똑같이 보낼 듯 합니다.

유수봉 : 수업에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하고, 수업 후 뒤풀

이를 빠짐없이 참석해 원우들과 더 교류했으면 싶네요.

윤영진 : MIP와 함께 진행되었던 노스웨스턴 대학의 LLM 과정과 업무 및 

육아로 MIP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다소 부족했

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만약 지금 다시 입학한다면, 교수님 그리

고 원우님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조윤수 : 부지런히 못한 게 아쉽고,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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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재학 중 논문·프로젝트에 임했던 우리의 자세는.

김시현 : 솔직히 말하면, 논문 주제와 틀을 짜는데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

다. 심사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집중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당시 단

체 카톡방에서 앓는 소리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안도가 

많이 됐습니다..

김윤준 : 유비무환(有備無患), 무비유환(無備有患). 2년차에 접어들어 논

문 · 프로젝트는 본 심사까지 여유가 많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습

니다. 당초 생각해둔 주제가 여름학기 사전 심사 시 교수님들께 무

참히 제지 당하면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새로운 주제

를 확정하고 자료 조사를 끝낸 시점은 프로젝트 마감 시한에 임박

해서였습니다. 시간에 쫓겨 밤 잠을 설쳐가며 노력했지만 좀 더 심

도 있게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지 못한 기억이 납니다. 후배님들은 

첫 학기부터 주제를 고민하고 미리 미리 준비해 MIP의 역사에 길

이 남는 논문 · 프로젝트를 남겨주시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박윤이 : 기존에 관심 분야였던 인구에 대해서 지도교수님이 제시한 주제

에 먼저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고 해당 연구주제에 대한 지도교수

와의 호흡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시한 주제가 남북이

슈여서 시대 흐름상 분위기에 적합했습니다. 또 기존에 많이 연구

하지 않은 주제를 다루었기에 석사논문이었지만 좀 더 연구를 구

체화하고 정교화하여 저널에 게재하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논

문 작업에 임했습니다. 서용석 지도교수님이 많이 지지하고 독려

해주셔서 지금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배준식 : 1학기 휴학을 해서, 현재 논문 진행 중입니다!

유수봉 : 실제 근무지에서 필요로 하는 해결과제를 주제로 삼아 출근 후 업

무시간에 연구를 한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업무의 일환

이었기에 ‘기왕 하는 거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임했고 나름 만족스

러운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윤영진 : 논문 작성 과정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지도 교수님

과의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특히 혼자만의 생

각에 빠지면 그 생각에 매몰되게 되는데, 논문 작성 과정에서 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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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고로 매몰될 뻔한 저를 지도교수님께서 여러 번 구해줬습니

다. 지도교수님과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논문 정리 및 

발표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윤수 : 예비심사일에 임박해 지도교수님을 찾아 뵙고, 또 다시 조금 잊고 

지내다 심사일이 다가올 때 즈음에서야 정신차리고 임한 기억이 

나네요. 후배님들은 부디 이러지 마시기를.

Q5.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김시현 : 많은 수업들이 떠오르는데 그 중 1학년 공학수업이 정말 힘들었

습니다. 당시 학습부장을 맡아 퀴즈와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학습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수업 녹음을 하고 몇 번이나 반

복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기억은 괴롭습

니다..

김윤준 : 한국어 보다는 영어가 더 편했던 최동진 교수님께 들었던 미국 IP 

소송과 IP 라이센싱 실무 과목은 법률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강

의해주신 덕분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쟁점을 많이 접할 수 있어

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IP 기반 창조 경제의 개념을 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시해 주신 故 이민화 교수님의 명

복을 빕니다.

박윤이 : 당연한 소리지만 첫 학기 첫 강의였던 박성필 교수님의 글로벌 지

식재산권법개론과 이은경 교수님의 글로벌특허법이 가장 머리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해당 수업에 들은 내용으로 그 이후의 전체적

인 특허판례와 이론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배준식 : 전략적 특허개발실무와 GPP연수가 기억에 남습니다. 전략적 특

허개발실무는 제가 하는 일과도 연관된 수업이라, 심층적으로 배

우기 위해 수강을 신청했습니다. 평소 생각했던 아이디어에 대해

서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필수 구성요소를 초기화 해 특허 청구항

을 작성하는 것까지 실습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근무할 때 평소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습에 임했고 운이 좋게 발표과제

로 선정되기도 해 저한테는 특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GPP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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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통해 미국 동부지역을 가서 케이스 실습과제를 현지 로

펌에서 발표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주어진 특허에 대해 선행기술

조사자료를 찾고 어떤 식으로 회피설계를 해야하는 지에 대한 것

이었습니다. 발표자인 동기 4명과 함께 호텔 로비에서 밤을 새어

가며 준비했던 기억이 나네요. 미국에서 동트는 아침을 맞아보긴 

처음이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직접 실습해 미국 현지 로펌에서 

영어로 발표를 한 것은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유수봉 : 미국 서부로 갔던 GPP가 기억에 남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멋진 모

습을 눈에 담았으며 실리콘밸리 내 주요 기업 등을 방문하고, 모의

법정에서 특허소송의 중요한 절차를 직접 수행한 것이 정서적으

로나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윤영진 : 2017년 가을에 수강한 김택성 교수님의 ‘글로벌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들었던 특

허 공격 전략 및 방어 전략과 경고장을 받는 순간부터 협상 타결

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실제 사례, 노하우 및 경험을 중심으로 A

부터 Z까지 생생하게 전달해줬습니다. 마치 수업 시간에 특허 분

쟁을 수 차례 경험해본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지금까지도 잊

지 않고 현업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윤수 : 지난해 가을학기 장준영 교수님의 ‘글로벌 저작권법’이 기억에 남

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완전 무지했기에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공

정이용 법리관련 발표 준비를 나름 열심히 즐겁게 준비했던 기억

도 남아 있습니다.

Q6. MIP의 베스트 아이템이 있다면?(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김시현 :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연속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버티려면 커피

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덕분에 도곡캠퍼스 주변 카페는 매주 문전

성시를 이뤘던 것 같네요. 커피를 생각하니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학년 때 제 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쉬는 시간마다 오

가는 동기들이 커피를 사줬습니다. 그날만 여섯 잔을 마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 집에 도착하니 배가 아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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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준 : 토요일 오전 8시와 오후 4시에 제공되는 간식이 아닐까 싶네요. 배

는 곯지 말고 공부하라는 학교의 배려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

쩌다 간식이 나오지 않는 날은 원우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것 같습

니다. 조교님, 간식 메뉴를 좀 더 다양하게 하면 많이 번거로우실

까요? 매주 치르는 퀴즈. 원우들이 골머리를 앓았던 것 중에 하나

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때

는 매번 왜 이렇게 부담이 되던지. 

박윤이 : 에피소드라기 보다는 놓치지 말아야 할 수업을 묻는다면 단연 

GPP 동부 프로그램이다. 서부는 참석하지 않아 모르겠으나 커리

큘럼, 방문지에서 만나보는 여러 전문가들과 분위기, 워싱턴DC의 

가을 등 환상적인 경험과 법무지식 등 미국드라마의 느낌을 맛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배준식 : 8기 신입생 모집 면접장에서 같은 직장 타팀 팀장님을 만났습니

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만남이라 서로 엄청 놀랐던 기억이 나네

요. 아무래도 회사에 이야기를 안하고 대학원을 지원했던 터라 저

는 더욱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면접 후 몇 주 뒤 팀장님

과 저는 같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두 

손을 붙잡고 엄청 기뻐했던 기억이 나네요. 학교 다니는 2년 동안 

직장에서의 팀장 · 팀원이 아닌, 원우로서 그리고 형 · 동생으로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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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지하며 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 팀장님과 저는 당시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각자 다른 곳에서 IP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봉 : MIP의 가장 큰 자산은 원우들입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모인 사람

들과 학창시절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큰 행운입

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MIP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일 것

입니다.

윤영진 : 블록체인 분야의 강사님이 특별 강연을 오셨다가 MIP 원우들의 

적극적이고 심오한 질문 공세에 강연이 잠시 중단되는 등 진땀을 

빼고 가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원우님들 사이에서는 MIP

에서 강연을 하려면 웬만한 내공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MIP에서 강연하시는 교수님들의 대단한 내

공을 다시 한번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조윤수 : 대전에서 한 운동회. 정말 열심히 해서 무릎에 피멍도 들어 더욱 

기억에 남네요. 당시만 해도 많이 친하지 않았는데 함께 운동하며 

원우님들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Q7. 이제 10살 된 MIP가 성년식을 치루기까지 필요한 것은?

김시현 : 앞으로 20주년, 30주년을 맞기 위해서는 졸업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학시절 끈끈했던 동기애 만큼 MIP를 아끼는 것은 

물론,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동문 네트워크가 지속적으

로 유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준 : 이제 10돌을 맞은 MIP는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

호하는 직업 1위가 ‘유튜버’라고 하는데 MIP는 대한민국 IP 생태

계 종사자들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이제는 그 방향성을 설정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설립 10주년을 맞아 약 500명 이상의 동문

을 배출한 지금 2년 간의 학업 기간으로만 MIP가 마무리 되는 것

이 아닌 MIP 원우들간의 협력 관계를 끈끈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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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이 : 다변화되고 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특허제도나 특허를 구

성하는 여러 기술들의 다양한 진보에 대해 KAIST MIP 타이틀에 

맞는 선도적이고 한발 앞서 나아가는 특허전문가 양성 지식을 제

공하는 커리큘럼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현재의 특허제도를 공부하되 미래의 특허제도를 견인해 갈 인재

를 양성하는 대학원으로 자리매김해야 성년식과 아울러 환갑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배준식 : 지금처럼만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유수봉 : 성년이 된다는 것은 보호자를 떠나 의사능력을 온전히 인정받는

다는 것입니다. 아직 MIP가 KAIST라는 간판을 떼면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는 코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졸업생 선배들이 사회에

서 큰 자리로 진출해 이 코스가 KAIST여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코스 자체의 위상이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윤영진 : MIP는 매년 강력한 맨 파워를 가진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러한 것들이 마련된다면, 지금 보다 더 도약하는 MIP가 될 수 있

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윤수 : 노스웨스턴 대학과 LLM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미국 외에 유럽 쪽

이나 다양한 국가의 유수대학들과 협약을 맺어 복수학위 외에 보

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MIP만의 

색깔을 잘 가져 가면서, 한편으로는 로스쿨이나 변리사 시험과 같

은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한, 전문대학원 형태로 변모하는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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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어떤 게 힘들었나?

“9시 수업이 힘들었죠.”

“조별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첫 학기.”

“학점이 너무 작아, 수업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점. 그래서 늦게까지 수업

을 들어야 했어요.”

“콘센트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와이파이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잘 안 됐어요.”

“학비. 비싼 편이에요.”

Q2. 즐거웠던 적은?

“아침에 준비돼 있던 김밥과 바나나. 또 미국에 방문할 기회가 없는데 교

육을 목적으로 다양한 곳을 방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대전에서 1박 2일 수업. 너무 즐거웠어요.”

“조별 과제가 유익했고, 원우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죠.”

“원우들이 성격이 다 너무 원만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원우들과 함께 떠난 여행이요.”

“조교님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휴게실의 그림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광형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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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이은경 교수님의 글로벌특허법.”

“이민화 교수님의 이노베이션 경영전략과 4차산업혁명과 기술대융합.”

“박성필 교수님의 지식재산개론.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

요.” 

“모든 수업. 카이스트 전체 교수님들이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셔서 감사하

고, 유익했습니다.”

Q4. 체육대회에 대해 할 말? 

“SJ, FS 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경품이 많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Q5. 대전 수업에 대해 한 마디 하자면.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처럼 다시 캠

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특히 도서관에서의 낮잠

이 참 꿀맛이었죠.” 

“커리큘럼이 너무 마음에 들고, 유명하신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을 수 있

어서 유익했습니다.”

Q6. 간식은 어땠나.

“맘스터치가 맛있었어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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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해주시는 조교님들 감사합니다.”

Q7. 다시 다닐 의향이 있나.

“있죠. 회사생활을 하다가 수업을 들을 때마다 ‘리프레쉬’됐어요.”

“후배들에게 권유를 할 만한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원우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요.”

Q8. KAIST MIP에 바라는 점.

“캠퍼스의 낭만이 없는 편. 휴게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름학기에 생활 체육 강의를 했으면 합니다.”

“퀴즈가 좀 더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수업이 전체적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편입니다.” 

“글로벌 수업이 너무 미국 위주인 것 같아요.” 

“졸업 후 졸업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지속적인 모임 또는 이벤트가 있

으면 좋겠습니다.”

“KAIST 타 대학원 지원 시 등록금 할인이 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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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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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간단한 자기 소개.

류호진 : 류호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HP 프린팅 코리아 개발기획부서에서 

Patent Engineer로 회로, 정착기, 엔진 펌웨어와 관련된 특허 엔지

니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내 특허 변호사와 현업의 개발연구

원 사이에서 원활히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선행기술 조사, 특허 회

피 설계, 경쟁사 제품 분석을 통한 침해 적발, 경쟁사 특허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원 직무발명, 직무발명서 초안작성 등의 업무를 하

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아내와 9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17

년차 직장인입니다.

방선우 : LS전선 지적재산팀에서 특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선우입니다.

석효은 : 안녕하세요. 석효은입니다. 저는 종합식품기업 ㈜오리온에서 지식

재산권 확보, 분쟁대응, 관리 등 IP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

니다.  

원승준 : SK건설에서 계약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승준 프로입니다.

임윤미 : 안녕하세요. 임윤미입니다. 법무법인(유) 주원에서 소속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지용 : 반갑습니다. 인벤테라제약에서 기술연구직을 수행하고 기초과학

연구원에서 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 링 연구를 하고 있는 정지용입

니다. 2018년 후기에 입학해 원우들과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선영 : 최선영입니다. 현재는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화학 특허 출원건의 

CPC 분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2. 지식재산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류호진 : 일반적인 회사에서 특허 업무는 주로 출원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

은데,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경쟁사와의 크로스 라이선싱 비용 절

감을 위해 테스크 포스 형태로 출발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어서 

정규 조직으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근래 회사의 여러 환경에 급격

한 변화가 있어 경력을 어떻게 관리할지 심각히 고민할 계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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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기존 업무와 연관된 다른 분야로 좀더 공부를 할지, 아

니면 지식 재산 관련 분야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지 고

민하다 마침 회사에서 학위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비의 일부를 지

원받게 됐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지식재산 업무에서 보다 높은 수

준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자 여러 학교의 학위 프로그램

을 조사했고, KAIST MIP의 커리큘럼과 장기간 좋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방선우 : 시작은 단순히 변리사 수험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기술

의 언어를 법의 언어로 번역하는 점,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

지한다는 대의명분이 흥미롭게 다가왔고 제 성향과도 잘 맞았습

니다. 비록 도중에 수험생활을 접고 화학공학 석사과정에 진학하

였지만 현재는 운 좋게도 직장에서 특허를 업으로 삼게 됐습니

다. 저는 특이하게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1년 만에 대학원에 진

학한 케이스입니다. 아직 업무적응도 제대로 되지 않은 시기였지

만, 우리 회사의 소중한 기술자산을 권리화하는 업무를 담당하면

서 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에 대해 스스로 확신을 갖고 일하

고 싶어 MIP에 진학했습니다. 나름대로 특허공부도 많이 해왔고 

공학에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선행문헌으로부터 진보성

을 갖춤과 동시에 최대한의 권리범위를 확보하며 활용을 위한 구

성요소만으로 청구항을 메이킹하는 작업은 특히 다른 차원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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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라 느껴져 체계적으로 학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MIP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석효은 : 학부시절 진로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던 때, 제 지도교수님께서 

“효은이는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으니 저작권법을 공부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셔서 시작했습니다. 저작권법과 특허법

을 흥미롭게 수강한 후,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치룬 지식재산능력

시험(IPAT)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자연스럽게 지식재산권 관

련 분야에서 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운 좋게도 학부 졸업 전

에 기업에 입사, 다양한 지식재산권 실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법학, 공학, 경영학을 두루 섭렵한 T자형 지식재산 전문가

로 성장하고자 KAIST MIP에서 수학 중에 있습니다.

원승준 : 해외 현장에서 계약 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비밀유

지계약서, 라이선스 계약, 지식재산권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

게 됐고 이와 관련한 지식을 쌓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영

문 계약서를 주로 다루다 보니 해외 법무 관련 내용도 배우고 싶어 

MIP-LLM 과정을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임윤미 : 저는 2008년 2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표변호사님 밑에서 고

용변호사로 활동할 때 영업비밀침해소송을 하면서 처음 지식재

산권 관련 소송을 했습니다. 이후 특허법인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권 자문 및 소송을 맡아 코스콤이라는 증권거래소 자회사에서 특

허 · 법무팀의 사내변호사로 활동하면서 IT관련 지식재산권 업무 

및 상표 · 특허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로펌에서 지식재산권 

및 일반민사, 행정구제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

서 깨닫게 된 지식도 많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배움에 대한 욕구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

니다.

정지용 : 지식재산권은 첨단기술시대를 살아가는 고급인력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기술보호와 

기술거래가 중요해지는 지금 시점에 지재권에 대한 공부를 깊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변리사시험 1차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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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고, 사정상 지재권에 대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가 때마침 카이스트에서 우수한 석사프로그램이 있어 공부를 시

작하게 됐습니다.

최선영 : 아는 만큼 보인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특허청 산하의 공공기

관으로 특허가 국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의 기반을 

만들고, 특허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 사업 개발이나 제도의 보안 등을 항상 

고민하다 보니 지식재산 영역의 전반을 꿰뚫어보기 위한 지식의 

필요성을 느껴 진학했습니다. 

Q3. 지식재산경영이 현재 본인이 종사하는 일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

류호진 : 레이저 프린팅 산업은 미국의 XEROX, HP 등과 일본의 RICOH, 

CANON, FUJI XEROX, TOSHIBA, KONICA MINOLTA 등을 주

요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업체 간에 많은 특허 관련 

분쟁이나 크로스 라이선싱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 수십 년간 특허 

카르텔 등으로 신규업체 진입이 거의 없었던 까다로운 시장이었

습니다. 경쟁사 대비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러한 기술을 특허 

포트폴리오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토너나 잉크 카트리

지와 같은 소모품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되는 산업인 만큼 소

모품의 복제품이 특허와 같은 기업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

도록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

요한 분야입니다.

방선우 : LS전선은 전형적인 B2B 기업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특허활동

에 제약이 많습니다. 기간산업인 전력케이블 제조회사로 주 고객

이 전 세계 전력청이기 때문에 특허를 활용하거나 특허경영에 대

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산업이라

도 경영진의 의지만 있다면 지식재산경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

다. 우리 회사의 경우 CEO가 특허팀장으로부터 상시 직보를 받을 

만큼 특허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아직 전사적인 특

허경영단계의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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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팀은 과거 사내 cost center에서 현재는 profit center로 인정받는 

조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산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특허경

영은 윗사람들의 의지와 실행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석효은 : 식품산업분야는 업계 특성상 특허, 실용신안 보다 상표권을 중심

으로 권리 확보 및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식품산업의 지식재산경영은 상표 심사에서부터 적

용됩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에 대해 내부 기준에 따라 심

사하고, 등록상표의 갱신에 대한 절차를 점검하며, 미등록 상표

를 발견하고 기록하는 등 상표 포트폴리오를 구축합니다. 해당 포

트폴리오는 분쟁발생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위 미투 제품

(me-too product)이라고 불리는 모방제품이 발견되는 즉시 확보된 

포트폴리오를 통해 권리를 나열하고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

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등록한 권리가 발견되

면 신규 확보를 진행하여 미투 제품이 또 나올 수 없도록 방어벽

도 쌓고요. 뿐만 아니라 미사용 상표들을 외부에 라이센싱하여 수

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라이센시의 상표 사용기록을 

남겨 권리가 소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지식재산경영이 적용

되고 있습니다.

임윤미 : 저는 현재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 및 자문업무를 합니다.  IT, 컴

퓨터프로그래저작권, 저작권,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자문과 소송

을 했습니다. MIP과정에서 현재까지 배운 과목은 글로벌지식재산

권법 개론, 디자인보호법, 글로벌 특허법, 국제특허출원실무, 정보

기술전략, 환경기술전략, 바이오 기술전략 등이며 각 계 분야에 최

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님들로부터 배웁니다. 이러한 과목들

은 실제 실무에 적용되는 사례들을 위주로 강의를 하므로 실제 업

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

는 사안들은 심도 있게 다루기도 합니다.

정지용 : 바이오, 제약업계는 고난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입

니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상 지식재산권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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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바이오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해

야 하기 때문에 기술기반의 자금융통, 인수합병, 기술거래 등이 매

우 중요합니다. 또한 대형 제약회사의 경우 이러한 기술을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에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

간에도 기술매입을 비롯한 기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

다. 지식재산경영은 이러한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바탕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이는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

양한 전략수립, 미래예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과 같

은 첨단 산업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선영 : 공공기관의 특성상 지식재산경영을 통해 재산권의 영역으로써 조

직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활동은 없지만, 다른 국내의 기업들이 지

식재산을 보다 더 활용할 수 있게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영역별 특허 출원 분석을 통해 기업들에게 방

향성을 제시해주고, 국가 기관에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는 영역

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일본 수출 규제 정책에 대비해 지

식재산 보유 기업 및 관련 기술의 국가 R&D 연구를 조사해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 및 앞으로에 기반 산

업 투자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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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현재 종사하는 산업 혹은 전문영역에서 지식재산의 전망은.

류호진 : 스마트폰 등장 이후 가정용 인쇄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용 시장을 통해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뤄지며, 이

때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은 기업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매우 중

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경쟁업체가 보유한 특허로 인한 사업 제약 

등에 우려는 없는지 등이 인수합병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시장이 축소되는 경우 업체 간 경쟁 심화로 특허분쟁이 이슈

가 더 격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HP 프린팅 코

리아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지 않지만, 3D 프린팅 제품도 향후에는 

우수한 한국 인력이 개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러한 신규 사업분야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영역에서 역할이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방선우 :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전력케이블은 침해감시가 어렵기 때문

에 타 산업에 비해서 특허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케이

블은 원형 단면의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디자인출원을 하는 경

우도 드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전망도 감지되고 있습니

다. 예를 들어 미래교통수단으로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 전기자동

차 분야의 통신케이블, 무선전력전송, 초급속충전케이블 등은 그 

기술 선택에 있어 아직 대세성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

로 침해입증이 용이하고 산업의 태동기를 지나기 시작한 이런 분

야에서 강한 특허를 선점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

다. 이런 측면에서 케이블산업의 지식재산 전망은 “태풍이 불 때 

담을 쌓지 말고 풍차를 달라. 거기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다”라

는 속담을 빌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석효은 :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입하면서 노인들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제과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고

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에서는 이미 노인을 위한 간식 관련 기술

과 특허가 많은 상황입니다. 일례로 노인들도 쉽게 섭취할 수 있

는 딱딱하지 않은 젤리 기술이 그렇습니다. 우리 식품기업은 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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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를 위한 식품 개발 및 양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때입니다. 

임윤미 : 제가 지식재산권 업무를 접하게 된 2009년에는 특허업무가 주된 

지식재산권 업무였고 저작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그리고 부정경

쟁방지법 등은 특허에 부수적인 분야로 취급됐습니다. 그러나 최

근 10년 사이에 이러한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

법 등이 독립적인 분야로 발전하고 많은 데이터 및 판례들이 축적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분야에 대한 세분화가 가속화 되고 더욱

더 전문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봅니다.

정지용 : 바이오 제약분야는 향후 유명한 미래산업분야 중 하나입니다. 따

라서 기술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고 거래하는 시

장 역시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술의 독점이 기업과 

사회의 큰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

권 역시 매우 중요하게 인식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보

호하기 위한 영업비밀보호, 특허권 침해대응, 회피설계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적 전략이 점차 많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재 상황으로 미뤄볼 때, 미래에 바이오, 제약분야에서의 지식재산

의 전망은 매우 활발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영 : 과거 어떤 산업이든 ‘특허’, ‘지식재산’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해당 

기술이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인 것으로 여겨지며 비

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효용성 특히, 국내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

다. 빠른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나 생태 환경의 정비가 부족한 부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

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제가 종사하고 있는 기관에

서 앞으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고, 더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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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KAIST MIP 과정이 앞으로 본인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나.

류호진 : 자주 접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가 매우 어려

울 수밖에 없습니다. KAIST MIP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과 관

련된 수업과 각국 별 지식재산 제도와 관련 수업도 다양하게 진행, 

지식재산 전반에 걸쳐 폭넓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KAIST의 

강점인 공학(ET, IT, BT, NT)분야에서의 쟁점을 해당 분야의 최

고의 교수님들의 육성을 통해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규 

강의 이외에 특강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의 명사들로부터 훌륭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학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

서 매우 인상적이고 만족스럽습니다. 동문 학우들을 통해서도 서

로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

께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LLM 미국법학석사 과정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LLM 과정 후 미국 변호사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배움의 과정

을 통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확대하는데 큰 도움을 받

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방선우 : 앞으로 업무상 마주칠 글로벌 IP 이슈에 대해 질 높은 대응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해외 각국에 대리인이 있긴 하지만 기업 특허담

당자로서 각국의 IP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은 그 결과물 도출

에 큰 차이를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외 각국의 출원, OA

대응, 소송업무 등에서 더욱 양질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석효은 : KAIST MIP의 커리큘럼은 과학기술, 법, 경영능력을 두루 겸비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다양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관점에

서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 강의를 중점적으로 들었습니다. 당사가 계획 중

인 바이오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기회가 된다면 

강의를 통해 배운 것을 활용해 회사 사업목표에 도움이 되고 싶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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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준 : 저는 3, 4, 5번 질문의 답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건설 산업에서는 

발주자, 계약자, 벤더, 등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계약서를 토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기에 계약 협상이 매우 중요하며, 대부분의 일이 

계약으로 시작해서 계약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다

루는 문서로는 MOU, 비밀유지협약, 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 자재 

주문서 등이 있는데 계약 내용 중 라이센스가 포함될 경우에 지식

재산 이슈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계약 분쟁도 종종 발생해 

계약 관리 업무가 건설 산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라

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 관리가 이렇게나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

하고, 직접 계약 업무를 하기 전에는 계약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 계약을 보고 조항 하나하나를 이

해하게 되면서 업무를 하니 그 의미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MIP과

정을 통해 그 계약 관련 지식과 법규를 알게 되니 제 지식의 폭이 

더 넓어져 업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전

기 · 전자 · 기계 업종에서 라이선스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데, 강의뿐 아니라 대학원 원우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임윤미 : 현재 듣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이 실무에 적용되는 분야라서 업무

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테리어 도용에 관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자문을 많이 의뢰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도용에 관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트레이드 드레스 및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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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다양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로 글

로법 지식재산권법 개론 및 글로벌디자인보호법 수업시간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서 좀 더 깊이 있는 자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앞

으로도 계속 배우게 될 지식재산권 관련 과목들 또한 실무와 밀접

한 관련이 있어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정지용 : 본인은 MIP 과정을 마치고 LLM과정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전문

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부를 더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훌륭하게 이수하고, 생명공학 분야의 박사로서 향후 바이

오, 제약분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전문 기업들이 각 제약분야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데 일조

하고자 합니다. MIP 과정은 본인이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데 지적, 

인적 부분 모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선영 :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에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특허 기술 자체의 분석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고 쉽

게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심사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만 제도적 보완책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MIP 과정을 통해서 보

호받을 수 있는 권리영역과 침해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의 경계를 

공부하며 앞으로는 ‘활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지, 특허 출원에서부터 소송 절차까지의 모든 과정을 고

려하며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Q6. 일과 학업의 병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함께 관리하나.

류호진 : 주중에는 오로지 업무에만, 토요일 하루는 학교 생활만 충실히 해

서 학업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KAIST MIP의 장점인 것 같습니

다. 1년 3학기제로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 기간에만 시간을 좀 할

애하고 나머지는 수업 시간과 학교에 오는 시간에 30분 정도 만으

로도 큰 문제없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6주 정도

는 토, 일요일에 대전에서 수업이 있고, 나머지 경우에는 토요일에

만 학교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학업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방학이 매우 짧거나 없는 것이 처음엔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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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응이 돼 지금은 크게 힘들거나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고 있습

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면 큰 어려움은 없

을 것 같습니다. 

방선우 : 가랑비에 옷 젖는 패턴으로 학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학년 첫 

학기 때는 금요일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일주일간 손 놓고 있다가 금요일 퇴근 후에야 급하게 퀴즈나 학업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취침 전 40분씩 매일 책

상 앞에 앉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므로 부담되

지도 않고 오히려 집중하게 되며 매일 습관처럼 학업준비를 하게 

되니 이젠 금요일이 다가와도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또한 학

습부 활동 등을 통해 서로 물심양면 도우며 의지하는 동기들 만날 

생각에 토요일 아침에도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석효은 : 저는 주중에는 직장에서의 업무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온전히 학

업에 집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금요일은 직장인으로 살고 

토, 일은 학생으로 사는 거죠. 오히려 주말 동안엔 회사 업무에 대

한 스트레스를 잊고, 좋은 학우들과 발전적인 시간을 가지며 리프

레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승준 : 주 6일 근무하는 기분으로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제가 있는 경우 회사 업무를 끝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야근과 

마찬가지인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또한 학생 신분이 돼 많은 동기

가 생기다 보니 어울리는 자리도 많아져 수면 시간이 더욱더 부족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답은 없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잘 지

내고 있는 걸 보면 타고난 체력 덕분 아닐까요? 단, 몸은 힘드나 마

음만은 항상 즐겁습니다!

임윤미 : 저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

니다. 워킹맘으로서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학업도 병행하는 어려

움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간관리입니다. 시간을 쪼개

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

이 MIP 과정은 도곡동에 분교를 두고 있어서 제가 일하는 사무실

과도 가깝고 주말수업을 위주로 해서 일과 공부 및 육아를 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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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이 중복이 돼서 한꺼번에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편과 부모

님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학원측의 배려와 가족들의 지원

덕분에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용 : 틈틈이 쉬는 시간을 쪼개어 공부합니다. 쉬는 시간을 조금 양보한

다면 나의 발전에 시간을 쓰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마

음가짐으로 공부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무

엇인가 더 배워간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됩니다.

최선영 : 아무래도 여유롭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취미활동이나 여가시간에 

할애했던 부분을 학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유연근무제도가 잘 돼 있어 평일에 조금 더 일을 하고 금

요일은 온전히 대학원 수업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Q7. MIP 과정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류호진 :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고 본인의 경력과 미

래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정말 좋은 교수님들과 훌륭한 학우들과 함께 

학업을 하다 보면 어제 보다 더 성장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방선우 : 수동적으로 지식의 습득만을 위해 교실에 앉아 있는 본인이 그려

진다면 MIP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의 50%를 잃는 것입니다. 각계각

층에서 모인 원우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식도 많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교수님들로부터 이론과 방법론을 학습했다면 이를 동기, 

선후배 학우님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소통하며 적용해보기 바랍

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석효은 : 본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과 동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시길.

원승준 : MIP과정이 꼭 특허 관련 분야에 종사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허 내용 외에도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내용도 많은데다가 특히 

조달계약 업무를 하는 분이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부 

외적으로는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으므로 생각의 확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임윤미 : 지식재산권은 4차 산업혁명의 주된 분야이기도 하고 FTA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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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사이에 특허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하

여 진보성 및 창작성 판단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KAIST MIP 

과정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실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지식재산권 관련한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에 학문적 관심이 있는 분들도 지원

해 학문적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정지용 : 지식재산을 공부함으로써 시야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면, 본 

MIP 과정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지식

재산에 대해 토론하고 배워나간다면 학업을 마친 뒤 더욱 발전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최선영 : 저도 처음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지만 

MIP 과정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 있는 중

입니다. 뭘 배우고 싶은지 고민이 돼 MIP 과정 시작을 망설인다면 

고민하지 말고 도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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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택수 1기 jtspsy@scourt.go.kr

대법원 재판 연구원 근무 후, 현재는 특허법원 판사.

박창수 1기 mylaw7@naver.com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근무 후, 현재는 지적재산권에 특화된 ‘그루’ 

법률사무소 설립

이일구 1기 glee@sungshin.ac.kr

뉴라텍(한국)/뉴라컴(미국) 공동 창업/프로젝트 리더로 벤처 활동 후, 현

재는 성신여자대학교 지식서비스공과대학 융합보안공학과 조교수/학과

장 및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책임교수.

심상희 1기 shine1971@hanmail.net

청와대 행정관, 주상하이총영사관 특허 지재권 담당관 근무 후 현재 한국 

지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및 중국 상하이 Key Create IP Law Firm 

한국부대표

송영한 1기 younghan.song@lge.com

LG전자 특허센터 전문위원

정준영 3기 

‘AT Networks’ 설립. 2019년 8월 12일 창업 후 10여명의 임원진과 50여명

의 프로젝트 매니저와 함께 세계 초일류기업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

다. 법률경영지원에서는 500여개의 기업들을 관리하면서 수익창출을 위

한 매칭 및 경영지원서비스를 1~4단계별로 지원하여 첫 달에 연 목표 매

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 자산의 부가

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미래로 함께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랑

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정철 5기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

방은희 5기

중국 변호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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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6기 liarking@scourt.go.kr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셋째가 2018년 1월에 태어나 육아로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형사단독재판 업무를 맡고 있는데 MIP 전공을 살려 전담사

건 중 지적재산 형사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MIP에 항상 감사한 마음

입니다.

우희창 6기 imwhc@naver.com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대표변호사. 반려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동료들과 법무법인 법과사람들을 설립하

였습니다. 최근에는 처, 고등학교 친구와 함께 ‘뉴트리메디’라는 스타트업

을 창업한 후 ‘DAILY PICK’이라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하기 위

해 노력 중입니다.

최승일 6기 xxyycc@naver.com

EAZ 대표이사. MIP 졸업 후 계속 내리막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여건의 악화로 친구와 함께 목장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변

화로는 이전에는 주로 좌측 통행을 하였는데 최근들어 우측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MIP 10년은 기념비적인 일

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구성원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심우용 5기

변호사 개업 (법무법인 평안)

강상욱 5기

변호사 개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윤정 5기

변호사 개업 (변호사 박윤정 법률사무소)

박종수 5기

법인설립 ((주)포스코 알텍 상무)

정연우 5기

창업 ((주)리얼감 CEO)

방효정 5기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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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섭 6기 gislee@kipi.or.kr

한국특허정보원 정보진흥본부장(이사). 지난 2015년부터 주말에 다른 일

정을 포기하고 MIP 과정에 다니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가지신 교

수님과 원우님들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현재는 지식재산 정보 

개방, 공유, 활용을 지원하여 관련 기업, 벤쳐. 스타트업 및 개인 지원, 국

제협력, 지식재산 정보 가공 및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등 정보산업진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MIP 과정에서 만난 교수님과 동

고동락했던 원우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여백을 위해 개인적으로 서울둘레길 등을 틈틈이 걷고 있습니다.

설기석 6기 kisuk.seol@gmail.com

법무부 법무실 행정사무관(변호사). 입학 전 미혼이었던 제가 재학 중 동

기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졸업 후 

첫째 아이가 생기고, MIP 10주년을 맞은 지금 둘째 아이의 출산을 기다

리고 있습니다. 업무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부족했던 저를 성장시켜 주신 

교수님들과 선 · 후배 동기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홍현정 6기 hong2ya1130@naver.com

LG전자 특허센터 표준특허개발팀. 저는 특허전문가가 되기위해 기존 수

행하던 출원업무 외에 소송 · 라이센싱으로 업무역량을 확대하고자 했습

니다. 이를 위해 법지식 습득 목적으로 MIP에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 2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출원업무를 하고 있지만 소송 · 라이센싱과 밀접한 

표준특허로 영역을 확대했고, MIP에서 배운 법지식 덕분에 새로운 분야

에서도 Soft Landing 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괴테의 말처럼 느리지만 삶의 목표인 특허전문가에 가까워지고 있

음을 느낍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10년 후 

더 멋진 제모습을 소개하길 기대해 봅니다.

김혜경 6기 hyekyung111@naver.com

21세특허법률사무소. 졸업 후 열심히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전 출산 후 육

아에 매진 중입니다. 육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지만 예쁜 아기를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MNS : MIP Network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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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협 6기 tkdguq888@gmail.com

데브시스터즈벤처스. 저는 재학중에 근무하고 있던 데브시스터즈벤처스

에서 졸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니며 투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직이

나, 승진 같은 큰 변화는 없지만 여러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조금씩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충선 6기 ikimcs@hanmail.net

팬택 지식법무팀 부장. IP 전문가를 표방하기 위해, 기술거래사 · 기술가치

평가사 자격 획득 및 법학적 지식을 좀더 키우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

교 법학과 3학년 편입학하여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를 마

지막으로 졸업할 수 있어야 될터인데... IP전문가의 길은 멀고도 험하네. 

이규철 6기 kyucheul@naver.com

삼성물산. MIP 졸업 후 직장의 변화는 없었으나 담당업무를 기존 플랜트 

설계에서 플랜트 IT쪽으로 바꾸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MIP

논문 주제가 IT 카테고리 였던 ‘오픈소스와 특허’ 였는데 현재 업무의 방

향 설정에 MIP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부

쩍커서 10, 7살이 되었는데 교육 쪽에도 많은 관심이 가고 정신없지만 행

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은경 6기 look2121@hanmail.net

2년 간 진행했던 MIP 과정은 업무의 깊이와 확장을 도와줬습니다. 2번의 

이직(기술신용평가업무, 전략기획업무) 기회를 가능하게 해준 고마운 과

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동안 다소 부족했던 관계와 지지를 위해 아이들

과 함께 하고 있지만, MIP 과정은 각 분야에서 노력하는 선배, 동료, 후배

와 함께 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적 자극과 감성을 느꼈던 최고의 자기개발 

과정이었습니다. 

윤선아 6기 sunnayoon@gmail.com

미국변호사. 저는 MIP를 졸업한 후 미국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사

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MIP학위를 활용하여  

상표권 분야 변호사가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땐 수업 

끝나자마자 놀고 싶은 마음에 수업 외 다른 활동에는 참여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훌륭하신 분들과 어울릴 수 있었던 기회

를 놓친거 같아서 후회가 됩니다.  가끔 도곡캠퍼스 근처에 갈 일이 생기

면 괜히 학교 한번씩 둘러보면서 MIP다녔을 때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

렇게 추억할 수 있는 장소와 동기분들이 생긴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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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재 6기 revival0522@hanmail.net

공군. 저는 MIP 졸업 후 계속 원주에서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다면, 작년 11월에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태어

난 첫째는 다섯 살이 되어 있구요. 두 딸의 아빠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모일 기회가 있다면 다들 뵙고 싶네요.

오예진 6기 yejinoh213@gmail.com

고려대 박사과정(법학). MIP 졸업 후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법학 박사과

정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MIP에서 매주 퀴즈를 보며 수강했

던 수업들이 박사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MIP 교수님들께 감사함

을 느끼고 있습니다. 졸업한 후에도 MIP 교수님들과 원우님들 생각이 항

상 떠오르네요.

배희정 6기 hjbae@kmslab.com

케이엠에스랩(주) 대표이사. 19년 전에 창업한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기

업인 케이엠에스랩(주)은 2017년 이후 농협, LG전자, 포스코, 아모레퍼

시픽 등 국내 탑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하였으며,  그동안 외산 기업이 

100% 점유하고 있던 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국회의원 대상 국회 강의, 2018원 한림원 패널, 2019년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데이터와 인간’이라는 주제로 특강 진행. 교육부 초등학교 

선생님 교육 등 다수의 외부 강의 진행. ‘카이스트 미래전략’ 도서의 초고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6기 junak85@naver.com

㈜맥스컴텍. MIP 졸업후, 정보통신공사업체인 맥스컴텍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업체 운영에 필요한 노

하우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음향관련 일을 하다보니, 음

악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보컬이라는 분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컬수업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배움의 즐거

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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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6기 dozefu@gmail.com

큐리어스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졸업 후 BNI라는 조찬모임에서 2

년 6개월 간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모임에서 소개소개로 청

년창업가 모임에도 참석하고, 재도전협회에도 가입하고, 최근에는 기부

자 모임에도 들어갔네요. 이렇게 쓰고 보니 꽤 많은 모임을 하고 많은 분

들 만났어요. 최근에는 분야를 약간 바꿔 온라인 상표 출원 서비스를 준

비하고 있고요. 조만간 서비스가 출시되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따뜻

하고 신랄한 조언 언제나 환영입니다. 변리사와 무관하게 여러 아이템을 

통해 직접 창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자동차 수리, 의류 수출, 

반려동물 매칭 등 많이도 말아먹었습니다. 최근에는 비전문 의약품관련 

아이템으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다시 한번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진 6기 positive98@naver.com

특허청 심사품질담당관실. 졸업 후 제게 큰 변화는 박사과정에 진학한 것

입니다. 2019년  2학기부터 서울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일

과 공부를 병행하는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MIP에 다닐 때와 

비슷하게 매주 토요일 대전-서울을 힘들게 왕복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변화로는 흰머리가 늘어 염색하기 시작했다는 슬픈 현실과 애들이 크면

서 늘어난 현실적인 육아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가기 위해 아내와 함께 

술잔에 기대는 횟수가 늘어 주량이 늘어난 정도 말고는 3년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김선화 6기 kimsh@kista.re.kr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졸업 후, 가장 큰 변화로는 저의 대학원 수업이 끝

날 때까지 도곡캠퍼스 앞에서 기다려주고, 또 함께 콩나물국밥을 먹고나

서 집으로 바래다 주던 남자친구가 이제는 평생 콩나물국을 끓여드려야

하는 남편이 된 것입니다. 특허청 산하기관인 저희 회사에서는, 카이스트 

MIP의 우수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 계발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현재는 대학 · 공공연 기술사업화에 기여하는 활동적인 부서에서 

즐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MIP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며, 직

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해 계속 이어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MIP 

출신으로서,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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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호 6기 acek2002@gmail.com

CPA Global Korea LLC. 저는 대학원 졸업 즈음 영국계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업 CPA Global의 한국지사로 이직해서 현재 Senior patent analyst로 일하며 

주로 표준특허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어 사용빈도가 높은 편

이라 영어에 관심이 많고 바쁘지만 해외에도 가끔 나가며 와이프와 재미

나게 살고 있어요.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지식이 실무에서 활용될 때 뿌듯

하고 강의실에서 함께 공부했던 추억도 떠오르네요. 항상 화이팅입니다!

이세훈 6기 gallili@ibk.co.kr

기업은행 기술금융부. 저는 기업은행 기술금융부 IB기획팀에서 그룹기획 

업무를 하고 있고 여전히 직책은 차장입니다.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살빼

기 작전 중에 있는데 잘 빠지진 않고 결혼도 아직은 계획없습니다.

김중헌 6기 kyanos100@naver.com

삼성전자. 졸업 후 2017년 3월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 가을 쯤에 품질관

리 기술사를 땄습니다. 2019년 5월부터는 전사 품질 조직에서 파견 근무 

중이고, 최근 9월에 결혼해서 아프리카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노광태 6기 gext@naver.com

LG디스플레이. 미주 고객 담당 B2B 영업 ·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업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수님, 선배님, 동기님들께 배운 삶의 자세를 기반으로 열심히 즐겁게 

살고 있어요. 잦은 출장으로 동기님들 얼굴을 못뵙고 있네요.어서 만나뵙

고 함께 수업 듣던 그때의 추억을 되살리고 싶네요!

남홍규 6기 giggsu@naver.com

(주)스프링캠프 부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스터디(많이 아시는 ‘핑

크퐁’)에서 스마트스터디가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함께

한 뒤에, 현재는 스프링캠프에서 스타트업에 투자 및 창업 관련 인재분들

과 함께 가슴 뛰는 일을 하고있어요.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

니다.

남양우 6기 loocke@scourt.go.kr

서울고등법원 판사. 고법판사로 근무하면서 행정재판(조세소송전담), 민

사재판(의료소송전담, 상사소송전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부

터는 합의부 재판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두 번째로 

판사 연임이 되어 21년차부터 30년차까지의 새로운 판사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MNS : MIP Network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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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6기 minwookpal5@naver.com

골든브릿지자산운용. MIP 졸업 후 저는 늘어난 여가시간을 맘껏 이용하

여 운동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퇴근 후 헬스, 주말에는 한강 

달리기를 시작으로 최근 1년은 마라톤까지 하게 되어, 2019년에만 하프 

마라톤을 3회 완주하였답니다. 학우분들도 일도 열심히! 취미도 열심히! 

에너지 넘치는 워라밸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근 6기 jkyun@yulchon.com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졸업한 후에 대전고등법원에서 1년 정도 근무

하다가, 2018년 초에 법관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

하였습니다. MIP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산업 분야를 접한 경

험 등이 단서가 되어, 지금은 공정거래 및 바이오, 유통 등 각종 행정규제

와 관련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에서 실무 관련 강좌를 맡아서 판사 시절의 경험을 

전수해 주는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선하 6기 sunhakim0923@gmail.com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마음맞는 여러 명이 모

여 법무법인 태림을 설립하였고, 새로 시작한 태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IP 재학 도중 태어난 쌍둥이 딸들을 키우며 엄

마로서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김민석 6기 goovava@gmail.com

대한항공 변호사. 대한항공에서 항공운송 관련 법무를 담당하고 있습니

다. 덕분에 생각지도 못하게 여행이나 출장을 종종 다니면서 흥미로운 경

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베이징 근처의 쿠부치 사막 식

목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사막화가 생각 외로 우리 가까이 있음을 느끼

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김운기 6기 wkkim@samsung.com

삼성전자. 저는 카이스트 MIP를 졸업하고, 아들은 카이스트 졸업 후 바이

오뇌공학을 계속 연구하여 의대(본과)로 진학하였습니다. 부자 카이스트 

동문으로 이번에 기부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카이스트를 사랑해 나가

겠습니다. 요즘은 약속도 많지만 기분전환겸 취미로 패러글라이딩을 하

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만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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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희 6기 pa.saehee@gmail.com

LG화학 특허2팀. MIP 졸업 후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게 되었으며, 두호 

특허법인이라는 사무소에 6개월 가량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다 좋은 기회

가 닿게 되어 LG화학 특허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첨단소재 사업부 

관련 경쟁사 특허 업무를 수행 중이며, 2018년에는 LG화학 특허개발을, 

2019년 하반기부터는 경쟁사 특허 분석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다우 6기 dwlee@yulchon.com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원에서 퇴직하여 법무법인 율촌에 입사하였습

나다. IP사건과 일반 송무 사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그림은 게

임캐릭터 디자이너가 꿈인 첫째의 작품입니다. 엄마의 강력한 반대를 무

릅쓰고 시작한 일이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흐뭇합니다.

이재구 6기 jakc81@gmail.com

SK종합화학. 둘째 아들이 작년에 태어나서 아들둘 아빠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획실로 이동하였고 하루하루 시간가는줄 모르겠습니다.

장완규 6기 andy830@daum.net

용인송담대학교 법무경찰과 교수. 졸업 후 제 주변과 관련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18개월 된 장난꾸러기 아들이 생겼다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MIP과정에서 배운 최신 지식과 내용 등을 토대로 이

를 전문화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빅데이터, IoT, 블록

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 부분에서 나름 전문성을 인정받아 특

강, 정부자문, 연구용역 수행 등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MIP과정을 다

니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아 6기 yeonah.chung@navercorp.com

네이버(주) 법무담당(이사). 직장은 종전과 같이 네이버에 재직 중이고, 

MIP 수료 후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서울대 법

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과정에 입학해서 올해 8월 수료했습니다. 회사

도 회사지만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 수험생 엄마로 살아가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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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6기 mitsh823@gmail.com

우리은행. 졸업 후 은행으로 이직하여 중소기업들의 기술등급을 산출하

기 위한 기술평가,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발굴 및 지분투자 심사, IP가치 평

가하는 작업 등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MIP 재학 중 수강한 ‘기술가치 평

가’ 과목은 업무 수행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투자 심사 업

무를 수행하며 기술에 대한 평가 외에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

한 것 같아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응시하여 자격을 획득하였고, 보수

적인 은행의 관점에서 보다 면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 CFA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 더 생겨서 요리를 취미로 

배우고 있습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서 요리학원이나 쿠킹클래스 등을 다

니는 것은 아니고, 틈틈이 유튜브에 업로드된 요리 채널을 보면서 간편하

고 효율 좋은 레시피 위주로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실력

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원우님들께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최은영 6기 choieunyoung86@gmail.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제가 원우님들과 함께 공부할때 임신해서 

교실에서 앉아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기가 4살이나 되었답니

다. 개인적으로는 학교다닐 때 신혼, 임신, 출산을 치르면서 더 열심히 학

교생활을 하지 못한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 복직해서 바

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늘 원우님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출장 오시거나 놀러오실 일 있으면 꼭꼭 들려주세요. 

오용석 6기 yongseok.oh@gmail.com

A.T. Kearney. EY라는 곳에 다니며 입학했고, 재학 중 Deloitte로 이직했다

가, 졸업 전 A.T. Kearney라는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세 곳 모두 경영 컨설

팅 회사입니다. A.T. Kearney에서 아주 운이 좋게도 요즘 떠오르는 미래 

신기술 전략 프로젝트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여러 기술을 IP 분석을 통

해 탐색하고 유망성, 투자 타당성을 판단해 보겠다는 주제넘는 상상으로 

그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A.T. Kearney에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 국내에서 자동차 산업과 신기술 

전략분야를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내에 박사님들과 연구원 

출신들이 조금 계서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전히 지식은 얄팍하나, 주

변의 도움과 행운이라는 선순환의 고리에 들어서서 사내에서 신기술 분

야의 글로벌 전문가로 이름을 올리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많이 얻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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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석 6기 mandodream77@gmail.com

신용보증기금 차장. 저는 MIP 학위 취득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스크바

에서 2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신선하고 좋은 추억의 시간이었습니다. 특

히 후진국 같던 러시아가 규제가 오히려 덜해 공유경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훌륭하게 활성화 된 점 등 느낀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귀국 후

에는 발전된 여러 업무, 환경에 적응하고 따라가느라 바쁜 나날입니다. 

현재 새로운 학업을 하고 있고,  회사의 기술평가업무 강화 방향에 맞게 

저도 기술금융, 기술평가 관련 진학을 고려중입니다. MIP처럼 힘들까봐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MIP의 사람과 시간이 그립습니다. 

한덕 6기  hdevass@hotmail.com

한국투자공사(KIC). 지난해 9월 결혼에 골인해서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상에 변화가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부펀드를 운용하

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승선하게됐습니다. 이제 명동에 있으니 부근에 

오시면 언제든 연락주셨으면 합니다. 

정상한 6기 sciene@gmail.com

Park Systems(주). MIP를 졸업한 후 심화연구를 위해 서울대 특허 IP 전

공 (석사) 과정을 수학했으며 회사에서는 제품 기획 · 관리를 맡아 주요 대

학과 AFM 연구 교류와 주요 반도체 회사 협업 등으로 출장이 잦아졌습

니다. 해외를 돌아다니느라 학우 여러분과 연락이 뜸했네요. 요즘은 삶의 

무게를 체감하며 테니스, 수영, 등산, 산책 등의 운동으로 ‘연명 치료’ 중

입니다.

호효림

졸업 후 남편 따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열심히 적응하며 살고 있고, 또 다른 미래를 위해 열심히 영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돌아가면 많은 얘기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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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7기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 합격.

고기혁 7기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 합격

임은별 7기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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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 7기

이직(법무법인 세종)

이정상 7기

이직(르노삼성 법무팀)

이민우 7기

개업(법무법인 제민, 파트너 변호사)

이신광 7기

개업(법률사무소 지정)

임대혁 7기

승진(부장검사)

박경미 8기

법률사무소 제이 개업

최철희 8기 procyon@procyonip.co.kr

(주)프로키온 개업

정철 8기

Doc’s Media 개업.

김예진 8기 chm2132119@gmail.com

법률사무소 이김 개업

윤영진 8기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 합격

김시현 8기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지식재산학 전공 박사과정 입학

이찬 8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경제학 전문박사과정 입학. 결혼(배우자 

강태영).

배용원 8기

전보(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김진호 8기

승진(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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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호 8기

한국특허청,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 수행을 위한 파

견

오제천 8기

승진(중령). 육군 분석평가단 소속.

유수봉 8기

육군 만기전역

배준식 8기

이직(국민일보 GIR)

김원기 8기

이직(IHS Markit)

김광일 8기

이직(LG전자)

김기현B 8기

결혼(배우자 이영희) 및 출산(김민지)

황동석 8기

결혼(배우자 남가을) 및 2019년 11월 출산 예정

신재성 8기

결혼(배우자 빈슬지) 및 출산(신정인)

김형남 8기

결혼(배우자 정지원) 및 2020년 1월 출산예정

박주현 8기

쌍둥이 출산(곽승우, 곽승헌)

박진선 8기

출산(정재인)

이찬 8기

결혼(배우자 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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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연 8기

결혼(배우자 장인혁)

김민우 8기

결혼(배우자 김수연)

김계영 9기

결혼

전양제 9기

이직(고려개발 법무팀). 건설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토목(도로, 경

전철 등) 및 건축을 주로 하는 고려개발 주식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기

존에 경험하지 못한 기업법무를 경험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 내용은 이사

회, 주주총회, 공정거래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감사, 계약 및 소송관리, 

특허관리 등으로 사내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 건설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임영택 9기

개업(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그 중에서

도 가장 큰 변화는 곧 출생을 앞두고 있는 첫 아이가 생긴 일과, 개업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 처음 학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특허법인에 소속된 

근로소득자였는데, 개인 사업자가 된 지 반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었는데, 여러 원우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응원을 주

셔서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자 노

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우님들께서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우주의 크기는 생각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빈곤한 상상력에는 

협소한 우주만이 존재한다.

가장 원대한 우주를 

상상하는 사람들이 모인,

여기 ‘카이스트 MIP’에 지식재산의 미래가 있다.

Commemorative Book



Commemorative book

“상상력은 때때로 과거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간다. 

그러나, 상상력 없이 갈 수 있는 곳은 없다.”  

-칼 세이건, ‘코스모스’  중- 



Commemorative book



봄이 기다려 진다





Commemorativ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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