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 절차 개시에서 실제 이해당사자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불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 ESIP Series 2, LLC v. Puzhen Life USA, LLC, No. 2019-1659 (Fed. Cir.
May 19, 2020)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규 철 전문위원1)

쟁점

당사자의 무효심판 청구가 실제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특정했는지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무효심판 청구에서 모든 실제 이해당사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재검토하는 것을 거부했다. 또한 살균 보호와 방향 확산을
결합한 가정용 증류기를 설명하는 이 사건 특허의 대상 청구항들이 선행기술에 비추어
자명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시사점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무효심판을 개시하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미국 특허법 제314조(d)가 실제 이해당사자의 특정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본 판결은 특허심판원의 많은 무효심판 개시 결정들을
항소심의 검토로부터 배제하는 최근 일련의 연방대법원 판례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심 급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당사자

Puzhen Life USA, LLC (청구인)
ESIP Series 2, LLC (피청구인)

ESIP Series 2, LLC (항소인)
Puzhen Life USA, LLC (피항소인)

법 원

특허심판원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연방순회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사건번호

No. IPR2017-02197

No. 2019-1659

판결일자

2019년 2월 27일

2020년 5월 19일

판결결과

청구 인용 (청구인 승소)

원심 인용 (피항소인 승소)

관련
지재권

Industrial, Germicidal Diffuser Apparatus and Method
(U.S. Patent No. 9,415,130)

참조법령

35 U.S.C. §312, §314, §315

# inter partes review, # prior art, # obviousness, # substantial evidence, # real party in interest

1) 본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문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활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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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당사자의 무효심판 청구가 실제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특정했는지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무효심판 청구에서 모든 실제 이해당사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재검토하는 것을 거부했다. 또한 살균 보호와 방향 확산을
결합한 가정용 증류기를 설명하는 이 사건 특허의 대상 청구항들이 선행기술에 비추어
자명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Ⅲ. 사건의 경과 및 특허심판원의 결정
ESIP Series 2, LLC.(이하 “ESIP”)는 밀폐된 거주 공간들에서 살균 보호와 방향
확산 기능의 결합을 위한 신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미국 9,415,130 특허(이하
“’130 특허”)2)의 소유권자이다.

[그림 1] ’130 특허 청구발명의 실시예

2) 이와 관련된 제품들은 흔히 분무기(vaporizers) 또는 디퓨저(diffusers)로 알려져 있다. ’130 특허는
지나치게 큰 입자의 확산에서 기인하는 선행기술의 많은 문제점을 대상 특허가 해결한다고 설명한다.
대상 특허는 지나치게 큰 입자가 낭비를 초래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왜냐하면, 상기 입자가
증발되거나 대기 속에 스며들 때까지 공기 중에 머물지 못하고 비교적 빨리 표면, 가구, 바닥 위에
내려않거나 냉난방 환기장치 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대상 특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여 오직 비교적 가장 작은 크기의 물방울만을 노즐을 통해 분사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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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zhen Life USA, LLC(이하 “Puzhen”)은 특허심판원에 ’130 특허의 청구항 1, 3
그리고 17에 대하여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을 청구하였다. Puzhen은 대상
청구항들이 선행기술들의 결합, 즉 Sevy3)와 Cronenberg4) 또는 Sevy와 Giroux5)”에
비추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선행기술(prior art)과 전문가 증언에 근거하여 대상 청구항들이
Puzhen의 주장대로 자명하다고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특허심판원은 “아치형 통로
(arcuate channel)6)”를 제외한 대상 청구항들의 모든 청구요건들이 선행기술 Sevy에
의해 공개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치형 통로(arcuate channel)”의 청구요건은
선행기술 Cronenberg와 Giroux에 의해 모두 공개되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특허
심판원은 동종업계의 숙련된 기술자라면 이 사건 청구 발명에 이르기 위해 선행기술
Sevy와 Cronenberg 또는 Giroux를 결합하였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최종 서면 결정을 통하여 Puzhen이 특허법 제312조(a)(2)7)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실제 이해당사자(all real parties in interest)”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Puzhen의 심판 청구는 개시가 금지된다는 ESIP의 주장을 다뤘다.
ESIP에 따르면, Puzhen은 실제 이해당사자들, doTETTA International, LLC.와
Puzhen Life Co., Ltd.를 청구서에서 특정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상기
양 당사자 모두 특허법 제312조(a)(2)가 의미하는 실제 이해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따라서 심판의 개시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Ⅳ.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1. 자명성(Obviousness)

3) U.S. Patent No. 7,878,418 (“Sevy”); 동 특허는 공기 공급기, 저장고 및 분무기를 통합시스템 속으로
집약하는 신규 시스템 및 방법을 설명한다. 대상 특허는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물방울이 일반적으로
공기 흐름에 맞춰 빨리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옅은 분무로 분리된다고 설명한다.
4) U.S. Patent No. 4,243,396 (“Cronenberg”); 대상 특허는 흡입성 유체(inhalable fluids)의 공급을
위한 액체 배출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해 분리기(seperator)를 채택한다. Cronenberg는 액체와
기체의 혼합물이 구불구불한 통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큰 물방울이 혼합물에서 분리된다고 설명한다.
5) U.S. Patent No. 8,001,963 (“Giroux”); Giroux는 물방울 입자를 일반적으로 구불구불하거나 나선형의
칸막이를 통해 이동하게 함으로써 입자 분사실을 나갈 때, 분무입자들이 소용돌이 형태로 움직이게
한다고 설명한다.
6) 예시적으로 ’130 특허의 청구항 1은 다음과 같이 관련 부분을 설명한다. “1. A method for
introducing a scent into breathable air, the method comprising;...separating out a second
distribution of the droplets by passing the flow through a wall between a first chamber
and a second chamber, the flow path spiraling axially and circumferentially,
simultaneously and continuously, through an arcuate channel formed through the wall;
and passing a first distribution of the droplets out of the separator into the breathable air.
7) 35 U.S.C. §312(a)(2) “A petition filed under section 311 may be considered only if the
petition identifies all real parties in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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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ESIP는 ’130 특허가 선행기술에 비추어 자명하다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내재된 다음의 네 가지 사실 확정들을 다투었다. 첫째, Sevy는 벽의 구멍을 통해서
흐름을 통과하게 하여 물방울들을 분리시키는 것을 설명한다. 둘째, Giroux는 공기의
흐름으로부터 큰 물방울들을 분리시키는 소용돌이를 설명한다. 셋째, 숙련된 기술자는
Sevy에서 언급된 구멍을 Cronenberg의 아치형 통로로 대체했을 것이다. 넷째, 숙련된
기술자는 Sevy와 Giroux를 결합했을 것이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상기 판단들이 실질적 증거(substantial evidence)에 의해 뒷받침되었다고 판단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먼저 ESIP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검토했다. ESIP는 Sevy의
구멍(이하 도면의 99)이 그것을 통과하는 입자를 크기에 따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기(separator)로 기능하지 않는 단순한 구멍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림 2] ’418 특허(“Sevy”)의 분무기 부분 분해도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특허
심판원은 최종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리판(98)이 분무기(16)로부터 공기의 흐름을
통과하게 하고 크기가 너무 큰 물방울이나 덩어리는 공기의 흐름을 따라 방향을 빨리
전환할 수 없어서 벽(100)이나 분리판(98)에 부딪칠 것이라는 Sevy의 설명에 근거를
두었다. 또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Sevy의 분리판(98)이 분무기 물방울들을 분리
한다는 Puzhen의 전문가 증언에도 근거했다. 따라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ESIP의 첫
번째 주장과 관련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ESIP의 두 번째 주장을 검토하였다. ESIP는 Giroux의
“소용돌이(vortex)”를 통하여 입자를 순환시키는 것이 큰 물방울들을 소용돌이 또는
공기 흐름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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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ESIP는 상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직 자신의 전문가 증언에
의존했지만, 특허심판원은 해당 증언이 추단적이며 근거가 없어서 도움이 되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특허심판원은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Puzhen의
전문가 증언과 소용돌이에서 물방울을 회전하게 하는 것이 큰 물방울들을 링 밖으로
내보내고 작은 물방울들을 보다 오랜 시간 동안 공기의 흐름 속에 머물게 한다는
Giroux의 설명에 근거를 두었다. 따라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ESIP의 두 번째 주장과
관련된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실질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다고 판단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어서 ESIP의 세 번째 주장을 검토하였다. ESIP는 Sevy와
Cronenberg가 서로 다른 결과들을 달성하기 때문에 이들 두 선행기술들을 결합하는
것은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기
주장 역시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신의 전문가 증언에만 의존했다. 반면,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Sevy와 Cronenberg의 설명은 물론 숙련된 기술자라면 두 선행기술을 결합
하였을 것이라는 전문가 증언에 근거를 두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실질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ESIP의 네 번째 주장을 검토했다. ESIP는 특허심판원이
왜 Giroux의 나선형 칸막이가 대상 청구항들에 의해 요구되는 것처럼 벽을 통과하여
형성될 것인지에 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선행기술 Sevy와 Giroux 모두 공기와
액체 형태의 물방울의 혼합물로부터 큰 물방울을 분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숙련된
기술자라면 Giroux에 의해 설명된 나선형 칸막이로 정의된 통로를 가지고 Sevy의 판에
직선형 구멍을 대체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함에 있어, 심판원은
선행기술 Sevy와 Giroux의 설명은 물론 숙련된 기술자가 두 기술을 결합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밝힌 전문가 증인에 의존했기 때문에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실질적 증거에 근거했다고 판시했다.
2. 실제 이해당사자(Real party in interest)
ESIP는 Puzhen이 모든 실제 이해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이
무효심판의 개시를 고려한 것은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특허법 제312조(a)(2) 실제 이해당사자 결정이 최종적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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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zzo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법 제312조(a)(3)의 “세부
사항” 요건8)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검토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판시하였다.9)
대법원은 특허법 제314조(d)10)가 무효심판을 개시하는 특허심판원 결정에 관한 법규의
적용과 해석에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들을 항소심이 검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11)
좀 더 최근에, Click-to-Call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특허법 제314(d)조가 특허법
제315조(b)12)가 규정하는 심판청구의 1년 제척기간 해당 여부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 역시 법원의 검토에서 배제한다고 판시했다.13) 대법원은 제315조(b)의 기간 제한
규정이 무효심판 개시의 조건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청구인의 청구가 제315조(b)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특허심판원이 무효심판을 개시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14) 대법원은 제315조 하의 청구의 시의성에 관한 다툼은
무효심판 절차 개시와 관련된 “법규의 적용에 관한 통상적인 분쟁”을 제기하는 것으로
제314조(d)에 따라 항소심의 검토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결론 내렸다.15)
상기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에 비추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법 제314조(d)에 따른
법원의 검토 배제가 제312조(a)(2)16)에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이 제312조(a)(2)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ESIP의 주장은 결국
특허심판원이 무효심판을 개시하지 말았어야 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ESIP는
Puzhen이 모든 이해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이 무효심판을 개시
하는 것을 거부했어야 했다고 명백하게 주장했다. 따라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실제
이해당사자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다투는 ESIP의 주장이 심판 개시와 관련된
법규의 적용에 관한 통상적인 분쟁을 제기하는 것으로 제314조(d)에 의해 항소심에서
다투는 것이 배제된다고 판결했다.

8) 35 U.S.C. §312(a)(3) “A petition filed under section 311 may be considered only if the
petition identifies, in writing and with particularity, each claim challenged, the grounds
on which the challenge to each claim is based, and the evidence that supports the
grounds for the challenge to each claim...”
9) Cuozzo Speed Techs., LLC v. Lee, 136 S. Ct. 2131 (2016): 해당 판례는 “2016년 IP Insight 보고서”
p16 이하에서 다룬 바 있으며, 다음의 링크(https://www.ip-navi.or.kr/precedent/ReportPdf.navi?
report_code=PRECEDENT&report_seq=7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0) 35 U.S.C. §314(d) “The determination by the Director whether to institute an inter partes
review under this section shall be final and nonappealable.
11) Cuozzo Speed Techs., LLC v. Lee, 136 S. Ct. 2141-42.
12) 35 U.S.C. §315(b) “An inter partes review may not be instituted if the petition requesting
the proceeding is filed more than 1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petitioner, real
party in interest, or privy of the petitioner is served with a complaint alleging
infringement of the patent...”
13) Thryu, Inc. v. Click-To-Call Techs., LP, 140 S. Ct. 1367 (2020)
14) Id. at 1373-74.
15) Id.
16) 35 U.S.C. §312(a)(2) “A petition filed under section 311 may be considered only if the
petition identifies all real parties in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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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순회항소법원은 ESIP의 나머지 주장들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130
특허의 청구항 1, 3 그리고 17이 자명성 때문에 무효라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확인했다.

Ⅴ. 시사점
대상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무효심판을 개시하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최종적
이며 항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미국 특허법 제314조(d)가 실제 이해당사자의 특정에
관한 결정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본 판결은 특허심판원의 많은 무효심판 개시 결정들을
항소심의 검토로부터 배제하는 최근 일련의 연방대법원 판례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것이다.
미국 특허법 제312조(a)(2)는 오직 청구인의 청구가 모든 실제 이해당사자를 특정하는
경우에만 무효심판이 개시된다고 규정한다. 즉, 상기 당사자들을 특정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청구의 부인 또는 절차의 기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두 건의 연방대법원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Cuozzo
판결은 제312조(a)(3))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무효심판 청구가 다투고자 하는 각각의
청구항, 상기 각 청구항을 다투는 근거들 및 해당 근거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특정
했는지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검토하지 못하게 한다. 한편,

Click-to-Call 판결은 제315조(b)와 관련하여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 무효심판이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판원의 결정을 법원의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상기 판결들에 근거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러한
법리가 실제 이해당사자의 특정에 관한 제312조(a)(2)에도 적용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모든 경우에 무효심판 절차의 개시 단계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모든 실제 이해당사자들을 적절하게 특정했는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에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을 개시하고 이후 진행 과정에서 실제 이해당사자 문제에 관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결정들은 실제 이해당사자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사후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상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무효심판의 개시 단계에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적용되는 법리를 설명했지만, 이것은 최종 서면 결정에서 실제 이해당사자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들 역시 항소심의 검토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17)

17) “Federal Circuit: PTAB’s Determination of Real Party in Interest Is Barred from Review,”
Morgan Lewis, https://www.jdsupra.com/legalnews/federal-circuit-ptab-s-determination-of-9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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