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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MMEDIATE RELEASE
셀가드, 영국 법원 재판에 승소하여 시니어의 배터리 분리막 영국 수입 금지 명령을 받아
샬럿, 노스캐롤라이나주, 2020 년 8 월 7 일 /PRNewswire/ -- 영국(UK) 법원이 폴리포어인터내셔널[[Polypore
International, LP (폴리포어)] 자회사 셀가드[Celgard, LLC (셀가드)]가 선전시니어테크놀로지머티리얼[Shenzhen
Senior Technology Material Co., Ltd. (시니어)]에 대해 청구한 임시 금지 명령을 2020 년 5 월 7 일에 내리고 동 임시
금지 명령의 연장을 2020 년 5 월 21 일 결정한 데 이어, 동 법원은 재판을 통해 2020 년 7 월 30 일 수입 금지 판결을
내렸으며 셀가드의 재판 청구 내용에 따라 시니어 배터리 분리막의 영국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동 법원은 셀가드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시니어에 금지 명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시니어가 배터리 분리막 개발과
제조에 필요한 셀가드의 산업 비밀을 사용해 왔으며 영국은 동 수입 분쟁 재판에 적절한 장소였다는 것을 중대
문제로 심리해야 한다는 셀가드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셀가드는 시니어에 대한 동사의 산업 비밀 소송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2020 년 4 월 30 일 셀가드는 영국 런던 소재 고등법원에 시니어에 대한 긴급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5 월 7 일, 영국
법원은 결정계심판을 통해 시니어가 특정 배터리 분리막의 영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3 월 2 일 셀가드는 피고 선전시니어테크놀로지머티리얼(시니어-차이나),
선전시니어테크놀로지머티리얼(미국)연구소(시니어-캘리포니아), 샤오민(스티븐) 장, 선타운테크놀로지,
글로벌벤처디벨롭먼트유한회사와 글로벌벤처디벨롭먼트주식회사(합쳐서 글로벌벤처) (이상 모두 합쳐 WDNC
피고)를 피고로 하여 산업 비밀 탈취, 기만적인 불공정 영업 및 불공정 경쟁 등과 관련하여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부지역(WDNC)을 관할하는 미국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그 외에도 셀가드는 선전시니어테크놀로지머티리얼(미국) 연구소(시니어-캘리포니아)와 기타 피고인 등의 (이상
모두 NDCA 피고)의 특허 침해, 계약 위반과 신의 및 공정 거래에 대한 약속 위반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북부지역(NDCA)을 관할하는 미국 지방법원에 2 차 변경 소송을 제기했다.
WDNC 소송은 전 셀가드 직원으로서 현재는 시니어-차이나의 CTO 이며 시니어-차이나의 요구에 따라 빈 왕으로
이름을 바꾼 샤오민(스티븐) 장을 포함한 WDNC 피고들이 셀가드의 산업 비밀과 비밀 정보를 고의 및 불법적으로
탈취했으며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타 몇몇 건의 불법 행위 또한 주장되고 있다.
NDCA 2 차 변경 소송은 NDCA 피고들이 종전 미국 특허 6,432,586 ('586 특허)인 셀가드의 미국 재발행 특허
RE47,520 ('520 특허)와 셀가드의 미국 특허 No. 6,692,867 ('867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보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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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12 월 셀가드는 1 차 변경 소송을 피고 패러시스, 선타운과 글로벌벤처에 대한 소송에 추가하여 NDCA 에
제기했다. 보도 자료 참조.
2019 년 9 월 셀가드는 분리막을 중국 선전에서 생산하여 전세계에 판매하는 시니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셀가드가 제기한 소송은 시니어가 셀가드의 미국 '520 및 '867 특허를 침해했으며 셀가드의 산업 비밀과 비밀 정보를
탈취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했고 다른 위반 사항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보도 자료 참조.
2019 년 9 월 셀가드는 타그레이인터내셔널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성공적으로 타결지었다. 보도 자료 참조. 또한
셀가드는 MTI 코포레이션을 상대로 한 두 건의 소송을 2019 년 6 월에 성공적으로 타결지었다. 보도 자료 참조.
이번 영국 법원 판결과 타그레이 및 MTI 소송의 성공적인 타결을 통해 리륨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팅 및 비코팅
분리막에 대한 셀가드 지적재산(IP)의 견고함이 더욱 강화되었다. 셀가드는 동사의 기술과 IP 에 대한 불공정한
침해를 지속적으로 예방함으로써 동사의 자산과 고객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셀가드와 폴리포어
셀가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요 부품인 분리막으로 사용되는 코팅 및 비코팅 건식 미소공성 막 전문 기업이다.
셀가드의 배터리 분리막 기술은 전기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기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에
중요하다.
셀가드는 아사히카세이 계열사 폴리포어인터내셔널이 지분 전체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이다.
폴리포어는 9 개 국가에서 설비를 보유하는 세계적인 회사로서 전기 및 비전기 차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특수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미소공성 막 전문 기업이다. https://www.celgard.com/ 과 https://polypore.com/ 을
방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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