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실시예를 일관되게 기술하는 것이 그 외의 예시를 청구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 Techtronic Industries Co. Ltd. v. ITC, No. 2018-2191 (Fed. Cir. Dec 12, 2019)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규 철 전문위원1)

쟁점

명세서에서 대상 발명이 어떤 특징을 갖는다고 일관되게 기술하는 것이 그와
상반된 예시를 청구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ITC가 이 사건 특허의 각 청구항에서 “wall console” 용어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ITC의 청구항 해석과 특허침해의
최종 판정을 뒤집고 상기 해석과 판정에 따른 구제조치들을 파기하였다.

시사점

청구항 해석에서 특정 용어는 일반적으로 명세서와 출원 경과 등에 비추어 동종업계의
보통의 기술자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평이하고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처럼 특정 부분의 위치를 명세서에서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은 경우, 청구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종종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청구범위
에서 특정 내용의 배제 여부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그 의미가 전체 맥락
에서 명확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대상 판결은 청구항 해석과 관련된 미국 법원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미국에서 특허
출원 시 명세서 작성 및 출원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심사관의 거절 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의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판례
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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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

침해 인정(infringed),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 제한적 배제
명령(limited exclusive order) (신청인
승소)

원심 파기 환송 (피신청인 승소)

관련
지재권

Movable Barrier Operator Having Serial Data Communication
(U.S. Patent No. 7,161,319)

참조법령

35 U.S.C. §112

# specification, # embodiment, # claim construction, # prosecution history, # claim scope

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명세서에서 대상 발명이 어떤 특징을 갖는다고 일관되게 기술하는
것이 그와 상반된 예시를 청구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ITC가 이 사건 특허의 각 청구항에서 “wall console”
용어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ITC의 청구항 해석과
특허침해의 최종 판정을 뒤집고 상기 해석과 판정에 따른 구제조치들을 파기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및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
Chamberlain Group Inc.(이하 “Chamberlain”)은 차고 문 개폐기와 같은 이동식
차단기 조정장치(movable barrier operator)를 설명하는 미국 7,161,319 특허(이하
’319 특허)의 소유권자이다. Chamberlain은 Techtronic Industries Co. Ltd와
Techtronic
Technologies

Industries

North

America

Inc.와 OWT Industries

Inc.(이하

“TTI”),

One

World

Inc.(이하 “One World”) 그리고

ET

Technology (Wuxi) Co. Ltd.(이하 “ET”) (이하 통칭하여 “항소인들”)이 상기 특허의
청구항 1-4, 7-12, 15 및 16을 침해하는 실시제품을 미국 내로 수입했다고 주장하며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제소했다.2)

2) Certain Access Control Systems and Componints Thereof Inv. No. 337-TA-1016, USITC
Pub, 4957, 2018 WL 8519593, at 1 (“Commission Determination”) (Mar.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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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특허 사시도

’319 특허3)의 대표 청구항4)은 개량된 차고 문 개폐기를 구성하는 것 중 하나로서
“벽면 콘솔(wall console)”을 설명하고 있다. ITC 행정판사는 특허권자가 명세서에서
대상 발명은 수동형 적외선 탐지기(passive infrared detection)를 헤드 유닛(head
unit)이 아닌 벽면 콘솔 내에 설치한 덕분에 그렇지 않은 선행기술 보다 월등하다고
묘사함으로써 수동형 적외선 탐지기를 내장하지 않는 벽면 콘솔에 대한 권리주장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즉, 행정판사는 청구항 “벽면 콘솔”을 수동형 적외선 탐지기를
내장한 벽에 고정된 제어장치로 해석했다. 그리고 상기 해석에 근거하여 항소인들의
특허 비침해 약식판결을 내렸다.
ITC는 행정판사의 예비 판정을 심사하여 종국적으로 행정판사의 “벽면 콘솔”에 대한
해석을 뒤집고 비침해의 결정을 파기했다. ITC는 비록 명세서가 대상 발명의 주요 부분
으로 개량된 수동형 적외선 탐지기를 설명했지만, 그 외에 발명의 다른 측면들도 기술
했다고 결론 내렸다. ITC는 또한 대상 특허의 선출원 특허에서는 수동형 적외선 탐지기를
명시적으로 벽면 콘솔 안에 위치하게 한 것을 주목하였다.5) 상기 사실에 비추어, 대상
특허에서 수동형 적외선 탐지기의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청구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3) ’319 특허는 수동형 적외선 탐지기(passive infrared detections)가 선행기술의 차고 문 개폐기에서
차고 문 주변의 특정 공간에서 사람을 탐지하고 자동적으로 빛과 동작과 같은 차고 문의 기능을 통제할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상기 탐지기는 종종 차고 문 개폐기의 윗부분(head unit)에 위치하며, 대상
특허는 발명의 배경부분에서 이러한 방식을 “값비싼,” “깨지기 쉬운,” “결함이 있는” 그리고 심지어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설명한다.
4) ’319 특허의 청구항 1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An improved garage door opener
comprising a motor drive unit for opening and closing a garage door, said motor drive
unit having a microcontroller and a wall console, said wall console having a
microcontroller, said micrecontroller of said motor drive unit being connected to the
microcontroller of the wall console by means of a digital data bus.”
5) ’319 특허는 미국 6,737,968 특허의 계속출원 특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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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의도를 나타낸다고 판단했다. ITC는 “벽면 콘솔”을 쉽고 일반적인 의미로
“벽에 고정된 제어장치(wall-mounted control unit)”로 해석했고, 항소인들이 이러한
해석 하에 대상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였다.

Ⅳ.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벽면 콘솔”을 명세서(specification)와 출원 경과(prosecution
history)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법원은 청구항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그것의 평범하고
관습적인 의미에 따라 정해지지만6), 발명가가 특정 청구항 용어에 대해 다른 정의를
제시하거나 대상 발명이 특정 부분을 포함 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경우
에는 발명자의 그러한 의도가 기준이 된다고 했다.7) 특히 후자의 경우, 발명자는 해당
부분을 청구범위(claim scope)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았다.
“배제(disavowal)”는 그 의미가 명확해야 하지만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8), 명세서
또는 출원 경과에서 발명의 명확한 설명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다.9)
한편, 발명자는 청구 발명을 선행기술과 구분함으로써 청구범위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10) 연방순회항소법원은 Phillips 판결11)을 인용하면서 청구항 해석의 목적은 실제
발명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고, 명세서의 전형적인 사례(embodiment)가 대상 청구항
용어의 외부 한계를 정의하는 것인지 또는 단순히 예시에 불과한 것인지는 해당 특허의
전체 맥락 속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판시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319 특허가 대상 발명에 대하여 벽면 콘솔 내에 탐지기를 설치
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기술함으로써 그 밖의 위치를 배제했다고 하였다. 또한 명세서는
발명의 목적이 수동형 적외선 탐지기가 벽면 콘솔 외에 다른 곳에 위치한 차고 문
개폐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그 해결책으로서 탐지기를
벽면 콘솔 내에 두는 것을 제시한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출원 과정에서 상반된 진술이 있는 경우 청구인의 배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힘들지만12), 명세서 상의 배제 내용을 재차 반복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319 특허의 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은 심사관의 실시가능성(enablement)의 거절 통지를

6) Phillips v. AWH Corp., 415 F.3d 1303, 1313 (Fed. Cir. 2005) (en banc)
7) Id. at 1316 (citing SciMed Life Sys., Inc. v. Adv. Cardiovascular Sys., Inc., 242 F.3d 1337,
1343-44 (Fed. Cir. 2001))
8) Trs. Of Columbia Univ. v. Symantec Corp., 811 F.3d 1359, 1363 (Fed. Cir. 2016)
9) Aventis Pharma S.A. v. Hospira, Inc., 675 F.3d 1324, 1330 (Fed. Cir. 2012); Blackbird Tech
LLC v. ELB Elecs., Inc., 895 F.3d 1374, 1377-78 (Fed. Cir. 2018)
10) Ekchian v. Home Depot, Inc., 104 F.3d 1299, 1304 (Fed. Cir. 1997)
11) Phillips v. AWH Corp., 415 F.3d 1323-24 (Fed. Cir. 2005) (en banc)
12) Cont’l Circuits LLC v. Intel Corp., 915 F.3d 788, 798-99 (Fed. Ci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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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기 위하여 수동형 적외선 탐지기를 벽면 콘솔 내에 포함하는 유일하게 기술된
예시를 실시 가능한 것으로 특정하여 공개하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러한 출원
경과에 비추어 특허권자가 “벽면 콘솔”을 명세서에서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정의했다는
어떠한 징후를 찾을 수 없으며, 탐지기를 설치한 벽면 콘솔을 대상 발명의 중요하고
창의적인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상기의 이유를 근거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벽면 콘솔”에 관한 ITC의 청구항 해석
(claim construction)과 특허침해를 인정한 최종 판정을 뒤집고 그에 따른 특허권자를
위한 구제조치들을 파기하였다.

Ⅴ. 시사점
본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에 근거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을 원심으로 한다. ITC 행정판사(the Administrative Law Judge)는 예비 판정
(initial determination)에서 본 건 항소인들이 ’319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했다. 그러나 상기 판정을 심사한 ITC 위원회는 최종 판정(final determination)을
통해 예비 판정을 뒤집고 특허침해를 인정했으며, 항소인들에 대한 제한적 배제 명령
(limited exclusion order)과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의 구제 명령
(remedial order)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다시 뒤집고 특허 비침해의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319 특허의 각 청구항에서 설명되는 “벽면 콘솔(wall
console)”의 해석이다. 미국 특허법 제112조13)는 특허 명세서가 하나 또는 복수의
청구항을 개별적으로 적시하고, 발명의 권리범위를 구분하여 주장해야 한다고 규정
한다. 또한 판례14)에 따르면, 특허침해는 특허 청구항이 특허 침해자의 실시제품 또는
방법을 완전히 포함한다는 판결을 요구하며, 이는 청구항의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항소인들은 ’319 특허가 벽면 콘솔 내에 탐지기를 설치하는 것을 유일한 실시예를
통해 일관되게 대상 발명의 특징으로 설명하였고, 다른 위치에 탐지기를 설치한 선행
기술들을 폄훼함으로써 청구범위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허권자와 ITC의
위원회는 ’319 특허의 선출원 특허(parent patent)인 ’968 특허가 탐지기를 벽면 콘솔
내부에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에 비해, ’319 특허는 보다 광범위하게 기재
13) 35 U.S.C. §112 (b) The specification shall conclude with one or more claims particularly
pointing out and distinctly claiming the subject matter which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regards as the invention.
14)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Inc., 517 U.S. 370, 37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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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15) 벽면 콘솔 내에 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청구범위에서 배제한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벽면 콘솔” 청구항 용어에 대한
ITC 행정판사의 예비 판정과 위원회의 최종 판정의 상반된 해석 중 행정판사의 해석에
손을 들어주었다.
청구항 해석에 있어, 특정 용어는 일반적으로 명세서와 출원 경과 등에 비추어 동종
업계의 보통의 기술자에 의해 이해되는 평이하고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특허권자나 위원회의 주장처럼 탐지기의 위치를 벽면 콘솔 안에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은 경우 청구범위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종종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청구범위의 배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그 의미가 전체
맥락에서 명확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즉, ’319 특허의 명세서는 ‘현재 발명(the
present invention)’의 특징을 적외선 탐지기가 벽면 콘솔 내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 외의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를 배제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출원인이 명세서를 작성할 때 상기 용어(the present invention)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대체 용어, 예컨대 ‘in embodiment,’의 사용 및 실시예
에서 그 적용의 폭을 넓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16)
대상 판결은 청구항 해석과 관련된 미국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임과
동시에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명세서 작성 및 출원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심사관의 거절 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의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판례라고 할 것이다.

15) 명세서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관련 부분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relating in general to
movable barrier operation,” 또는 “to garage door operators...which include passive
infrared detectors associated with them”
16) A cautionary tale for use of “the present invention” – Techtronic Industries, LTD v. ITC,
kimjordahl(https://www.ksjlaw.net/a-cautionary-tale-for-use-of-the-present-invention-tec
htronic-industries-ltd-v-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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