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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W. Karl Renner는 Fish & Richardson P.C.의 워싱턴 D.C. 사무소장으로서, Renner 소장은 저희 법인의 

특허 무효 심판 실무 그룹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법인 경영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Renner 

소장은 특히 의뢰인 자문, 전략적 특허출원 및 논쟁의 여지가 있는 양자간 및 일방적 특허 무효 심판과 

특허 재등록 업무에 주력합니다. 이 실무 분야에서 Renner 소장은 많은 경우 계쟁 중인 분쟁을 

담당하는 소송 자문인과 협력하여,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고 방어하는 300건이 넘는 AIA 특허 무효 

심판 사건을 진두지휘하였습니다. 최근에는 30년 이상 특허 분야의 최초 전국 변호사 협회인 PTAB 

변호사 협회 이사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봉직하고 있습니다. PTAB 변호사 협회의 창설 취지는 특허 

심판 및 항소 위원회 회부 시 필요한 고유한 실무와 기량을 갖추기 위한 모범 사례를 확립한다는 

것입니다. 

 

Renner 소장은 신흥 기업들에서 포춘 50대 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의뢰인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관리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사 IP 상업화/집행 및 경쟁사 IP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전술에 대한 

자문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분야에서 Renner 소장은 특허 무효 심판 사건 전문가로서 특허 

보유자와 이의제기자 모두를 대리합니다. 

 

Renner 소장의 기술적 주력 분야는 전기, 컴퓨터 관련 및 물리학과 기계 기술입니다. 이와 같이, Renner 

소장은 인터넷 구동 솔루션, 네트워크 시스템 및 프로토콜, 데이터 저장 및 검색 표준과 미디어,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컴퓨터 아키텍처, 모바일 및 기타 통신 장비와 프로세스, 디스플레이 기술, 

반도체 장치 및 제조 공정, 신호 및 이미지 처리 기술, 복잡한 광학 및 기계 장치, 오류 감지 및 시정 

기술, 암호화, 전기통신, 금융 프로세스, 음향 및 동영상 표준과 장비, 열역학 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과 

같은 기술 분야에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nner 소장은 이전에 미국 에너지부 계측제어국에 근무하면서 제어시스템, 연소 과정에서 입자의 

고주파 광학 이미지 촬영, 기계 및 객체 지향 언어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컴퓨터 설계와 아날로그 

회로의 브래드보드 테스팅 개발과 구현 업무를 담당하여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경험을 

갖추었습니다. 현재 Renner 소장은 자주 지적재산 관련 강의와 저술을 하고 있으며,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공과대학과 Hinman CEO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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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목할 사항 

상훈 

IAM Patent 1000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특허 전문가”로 선정되었으며 특허 무효 심판 전문가로 추천 

(2013-2016).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선정 “IP 스타”(2013-2016). 

 

 



일부 강연 및 출판물 

Renner 소장은 쟁점, 통계, 전략 및 실무 팁을 다루어 이 새로운 절차의 기초를 학습하거나, 특허 무효 

심판 분야를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무자 웹세미나 시리즈에서 

정기적으로 특허 무효 심판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PTAB 소송 주요 화제: 금반언, 비밀 공유, 실제 이해당사자 (Real Party in Interest, RPI) 및 공동 

방어 그룹 (Joint Defense Groups, JDG): 쟁점 분석,” 및 “관할 충돌 IP 소송 상호 작용 – 시간, 증거 개시, 

증거, 청구 해석 및 공동 소송 관리에 대한 법원의 불만 사항,” 모멘텀: 2016 IP Counsel Exchange 

(2016년 12월 1일). 

 

패널, 2016년 기업특허고문협회(Association of Corporate Patent Counsel, ACPC) 하계 회의(2016년 6월 

21일). 

 

진행자, “KnowledgeBridge™: 특허 효력 이의제기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포럼인 PTAB의 현장에서 바라 

본 견해” 2016년 Consero IP 관리 포럼(2016년 6월 6일). 

 

진행자, “PTAB에 맞춘 초점 – 지방법원 상호 작용: 시간, 증거 개시, 증거, 청구 해석 및 공동 특허 소송 

관리,” 모멘텀: 특허 무효 심판 특허 이의제기에 대한 IP 고문의 의견 교환, PTAB: 산 호세(2016년 5월 

10일). 

 

패널, “전쟁의 기술: PTAB 소송 기제 – 증거개시, 신청 실무, 수정” 2016년 PLI USPTO 특허 무효 

소송(2016년 3월 14일). 

 

공동 저자, “PTAB 해석 기준 변경이 특허 무효 소송 제기에 미치는 다수의 불확실성,” 메트로폴리탄 

기업 위원회(Metropolitan Corporate Counsel) 출간(2015년 11월 28일). 

“PTAB 심리 종결—구두 청문회, 최종 서면 판결, 재청문회 및 CAFC에 항소,” 2015년 PLI USPTO 특허 

무효 소송(샌프란시스코) (2015년 4월 17일). 

 

“특허 전략을 설계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하라,” 중대서양 포럼(Mid-Atlantic Forum): IP 관리 

혁신(2015년 4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