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해결책 중 하나의 예측 가능한 기술이 그것의 유일한 대안을
대신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 Uber Technologies, Inc. v. X One, Inc., No. 2019-1164 (Fed. Cir. May 5, 2020)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규 철 전문위원1)

쟁점

동일한 기술적 문제에 관하여 동종업계의 보통의 기술자에게 알려지고 예측 가능한
오직 두 가지 해결책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것이
자명한지 여부

판시사항

특허심판원은 대상 청구항이 청구인에 의해 인용된 두 선행기술들로 인하여 자명한
것은 아니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기 선행기술들
이 동종업계에서 이 사건 특허의 발명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지고 예측 가능했던 오직
두 가지 한정된 해결책들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기술자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 중 하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판시하였다.

시사점

미국 특허법 제103조가 규정한 자명성 원칙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선행기술
간의 차이가 그 발명 당시 동종업계의 보통의 기술자들에게 너무나 미미한 경우 특허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대법원의 KSR 판결 이후, 법원은 지시, 암시 또는
동기 등의 제한적 기준(TSM 테스트)에 의한 자명성 여부 판단에서 탈피하여 선행기술과
청구항에 관한 객관적 해석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성공, 장기간에 걸친 필요의 충족,
타인의 실패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특허분쟁소송에서 자명성의
여부는 결국 개별 사안별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에 좌우된다. 대상 판결은 자명성
판단과 관련하여 미국 법원의 일관된 기준인 KSR 판결의 적용 사례로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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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동일한 기술적 문제에 관하여 동종업계의 보통의 기술자에게
알려지고 예측 가능한 오직 두 가지 해결책들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것이 자명한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원심인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하였다. 무효심판 절차
에서, 특허심판원은 대상 청구항이 청구인에 의해 인용된 두 선행기술들로 인하여 자명한
것은 아니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기 선행기술들이
동종업계에서 이 사건 특허의 발명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지고 예측 가능했던 오직 두
가지 한정된 해결책들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기술자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
중 하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판시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및 특허심판원의 결정
X One, Inc.(이하 “X One”)는 미국 8,798,593 특허(이하 “’593 특허”)의 소유권자
이다. ’593 특허는 복수의 당사자가 휴대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각자의 위치
정보를 상대방과 교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다.2)

’593 특허 도안 2A

’593 특허 도안 6

2) 구체적으로 특정 모바일 기기 사용자가 다른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을 자신의 “친구 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허락하는 “친구 찾기 앱”에 관하여 설명한다. 사용자는 해당 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고, 지도상에 표시된 친구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사용자는 임시로 “즉석
친구”를 설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난 운전자는 견인차의 운전자와 즉석 친구가
되어 지도상에 서로의 현재 위치를 표시되게 할 수 있다.

2

한편, Uber Technologies, Inc.(이하 “Uber”)는 ’593 특허의 청구항 1, 2, 5, 6,
9 그리고 19가 종전 선행기술(prior art), 일명 “Konishi3)”와 “Okubo4)”를 결합하여
고려했을 때 자명한 것임을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을
청구하였다.
’593 특허와 마찬가지로, 상기 선행기술들은 친구들 또는 차량들의 위치를 표시하는
목적의 본체를 갖는 무선 단말기들 간에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Okubo는 동일 그룹에 속한 그룹 멤버들에게 위치 정보를 알리는 양방향의
“모바일 단말기 위치 정보 통신시스템(mobile terminal posi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을 설명한다. 해당 시스템에서 특정 모바일 기기 사용자는
그룹들을 만들고 각 그룹의 멤버들은 지도에 표시된 그룹 내 다른 멤버들과 그들
자신의 위치를 볼 수 있다.
Konishi는 고객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차량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
할당 시스템(Vehicle allocation system)”을 설명한다. 예컨대, 택시 예약의 경우 해당
시스템은 고객과 이용 가능한 차량의 현재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상기 지도에
고객의 단말기 정보를 전송한다. 일단 특정 차량의 예약이 완료되면, 고객의 지도에도
또한 이용자와 예약된 차량의 위치 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다른 차량들의 위치가
표시된다.
특허심판원은 Uber가 청구한 무효심판의 심리를 개시하였고, ’593 특허의 대상
청구항들이 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종 서면 결정을 통하여, 특허심판원은
Uber가 근거로 제시한 선행기술 Okubo와 Konishi의 결합이 “불가항력의 사후 판단
(impermissible hindsight)”에 해당하거나 “Okubo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wholesale
modification)”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대상 청구항을 자명(obvious)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Okubo가 그 자체로 모바일 단말기의 지도에
그룹 멤버들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기 때문에, 보통의 기술자가
Okubo와 결합할 또 다른 설계를 찾았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Uber는 특허심판원의 상기 결정에 대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Ⅳ.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3) Japanese Unexamined Patent Application Publication No. 2002-352388
4) Japanese Unexamined Patent Application Publication No. 20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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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Uber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자명성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KSR 판례5)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Uber는 서버가 사용자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여 그 지도를 사용자의 단말기에 전송하는 방법과 반대로 단말기
에서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서버에 전송하는 방법 모두 선행기술을 통하여 잘 알려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둘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치환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Uber는 또한 특허심판원이 Okubo가 그 자체로 성공적이기 때문에
다른 선행기술과 결합하여 고려하는 것을 거절한 것은 법률상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
하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면, 상기 KSR 판례는 설계 선택(design choices)과 예측
가능한 변형(predictable variation)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

어떤 작업이 하나의 전문분야에서 이용 가능할 경우, 설계 동기와 다른 시장
원리들이 동일 또는 상이한 분야에서 그것의 변형을 촉발시킬 수 있다. 만약
보통의 기술자가 예측 가능한 변형을 실행할 수 있다면, 특허법 제103조는
그것의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만약 어떤 기술이
하나의 기기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보통의 기술자가 그 기술이 같은
방식으로 유사한 기기를 개선할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 기술의 적용이 기술자의 역량을 초월한 것이 아닌 한 자명하다.6)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 수요와 시장의 압력이 있고 한정된 수의
특정되고 예측 가능한 해결책들이 존재할 때, 보통의 기술자는 자신의 기술적
이해 범위 안에서 이미 알려진 선택사항들을 추구할 충분한 이유를 갖는다.
만약 이것이 기대했던 대로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혁신의 제품이 아닌
평범한 기술과 상식의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시도가 자명했던
결합은 제103조에 근거하여 자명한 것임을 증명할 것이다.7)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면, 선행기술 Okubo, Konishi와 ’593 특허는 모두 어떤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들의 위치를 보고 추적하는 것을 돕는 동일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
하고자 했다. ’593 특허는 스스로 이러한 동일한 설계의 수요가 대상 발명의 시기에
모바일 위치 추적의 기술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련 기록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직 두 가지 방법, 서버 측
표시(server-side plotting)와 단말기 측 표시(terminal-side plotting)만이 존재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Konishi가 명백히 서버 측 표시를 공개하고
5)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Inc., 550 U.S. 398 (2007)
6) Id. at 417.
7) Id. at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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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ubo는 단말기 측 표시를 공개한다고 판단하였다.8)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심판원이 동종업계의
보통의 기술자가 ’593 특허를 자명하게 만들 Okubo의 기술과 Konishi의 서버 측
표시를 결합할 동기가 없었을 것이라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하였다.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따르면, 선행기술 Okubo와 Konishi의 결합은 특허심판원이 지적한 것처럼
“불가항력의 사후 판단”이라던가 “대대적인 수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Okubo의
단말기 측 표시와 Konishi의 서버 측 표시 모두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지도와 위치 표시를 전송하는 오직 두 개의 특정되고 예측 가능했던 해결책들이었기
때문에, Okubo와 Konishi를 결합하여 단말기 측 표시를 서버 측 표시로 대체하는
것은 자명했을 것9)이라고 판시했다. 즉, Okubo와 Konishi의 서버 측 표시의 결합은
동종업계의 보통의 기술자들에게 알려진 Okubo 시스템의 “예측 가능한 변형(predictable
variation)”이었기 때문에 자명하다고 판단하였다.10)
한편,

X

One은

Okubo가

“저속

데이터

차등

GPS

시스템(low-data-rate

differential GPS System)”을 사용하는 반면 Konishi는 “무선(cellular)”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기 두 선행기술들은 결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두 선행기술들이 자명성의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11) 오히려, 청구의 발명들이 전체(as
a whole)로서 선행기술의 설명들에 의하여 자명한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하였다.12)
상기와 같은 이유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593 특허의 대상 청구항들이 선행기술에
비추어 자명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하였다.

Ⅴ. 시사점
미국 특허법에서 자명성 원칙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선행기술 간의 차이가
그 발명 당시 동종업계의 보통의 기술자들에게 너무나 미미한 경우 특허가 수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진보성 개념에 상응한다. 동 원칙은 미국 특허법
제103조13)에 규정되어 있으며, 1952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8) Final Written Decision, at 15-16.
9) KSR, 550 U.S. at 421.
10) Id. at 417.
11) Allied Erecting and Dismantling Co., Inc. v. Genesis Attachments, LLC, 825 F.3d 1373,
1381 (Fed. Cir. 2016) (quoting In re Sneed, 710 F.2d 1544, 1550 (Fed. Cir. 1983))
12) In re Etter, 756 F.2d 852, 859 (Fed. Cir. 1985) (noting that whether one prior art
reference can be incorporated into another is “basically irrelevant.”)
13) 35 U.S.C. §103. “A patent for a claimed invention may not be obtained, notwith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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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방순회항소법원을 중심으로 판례는 오랜 기간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를 적용하였다. 상기 테스트에서 대상 청구항을 자명하다고 판단
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들이 단순히 선행문헌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선행기술에 청구의 발명에 대한 지시, 암시 또는 동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TSM 테스트는 지시, 암시 또는 동기 등의 제한적 기준에 의존하여 질이 낮은 특허를
양산하고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2007년 연방대법원은

KSR 판결에서 기존의 TSM 테스트를 파기하였다. 상기 판결을 통하여 연방대법원은
특허의 자명성 판단 여부가 특허법 제103조의 객관적인 해석에 기초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1)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2) 선행기술과 대상 청구항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아야 하고, (3) 해당 기술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수준이 파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차적 검토 이후에 2차적인 고려요소로 상업적인 성공(commercial
success), 장기간에 걸친 필요의 충족(long felt unsolved needs), 타인의 실패
(failure of others) 등이 자명성의 판단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 판결에서 이 사건 특허는 모바일 기기 간에 위치 정보를 교환하여 사용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상대방과 공유하고 서로의 위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설명한다.
예를 들면, 택시를 호출하는 스마트폰의 앱(Application) 서비스라던가 운전 중 차가
고장 났을 때 역시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 가능한 긴급출동 서비스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본 건에서 쟁점인 지도상에 표시를 하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가 존재
한다. 서버에서 관련 정보를 표시하여 단말기에 전송하는 방법(server-side plotting)과
반대로 단말기에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방법(terminal-side plotting)이다.
선례로서 KSR 판결의 기준을 재확인하면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Okubo와 Konishi
두 선행기술들이 동일한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한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일부 실행방법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593 특허가 사용자 위치와 지도를 전송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하
여는 언급하지 않으며, 현존하는 플랫폼과 기반시설을 이용하고 새로운 통신수단이나
통신시설의 개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명세서를 통하여 밝힌 것도 환기시켰다.
미국 특허분쟁소송에서 자명성의 여부는 결국 개별 사안별로 법원의 구체적 판단에
좌우된다. 대상 판결은 자명성 판단과 관련하여 현재 미국 법원의 일관된 기준인

KSR 판결의 적용 사례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that the claimed invention is not identically disclosed as set forth in section 102, i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or art are such that the claimed
invention as a whole would have been obviou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to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claimed
invention pert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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