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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98년 특허법원 개원에 맞추어 개정된 구 특허법(1995. 1. 5. 법

률 제4892호로 개정된 것)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하여 별

도로 규정 하지 않아, 그 심리범위에 대하여 무제한설, 제한설, 절충

설 등의 논의가 있어 왔다. 특허법원 개원 후 특허법원의 재판실무

는 무제한설로 운영되어 왔고 이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채택됨으

로써,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제

한설로의 판례 변경 또는 개정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바, 이 글에

서는, 제한설과 무제한설에 관하여 살펴보고 과연 제한설로의 판례 

변경 또는 개정 논의가 타당한지를 현행법의 해석,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정책적 차원에서의 이점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

였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무제한설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무제한설은 현행법의 해석, 특히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둘째, 일반 행정소송에서와 달리 심

결취소소송만을 특별히 취급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한하는 마땅한 

근거가 있는지 보면, 심결취소소송 역시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지

식재산권 사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한 취지

를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특허심판원의 지위나 독립성, 전문성만으

로는 1심급의 사실심 재판을 생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사법 심사를 제한하고 특허무효사건의 중심 역할을 하기에는 그 정

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셋째, 제한설로의 개정은 소송경제 및 분쟁

의 일회적 해결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미 침해소송에서는 제1심 단

계부터 권리남용 항변이나 권리범위 부인 판단의 전제로서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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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되었다는 점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관련하여,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무제한설은 특허청의 심

판절차에서 제기되지 않은 주장, 증거의 제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또는 구조

에 따라 심결 이후 새롭게 제출된 주장과 증거가 제한되는 상황에

서 무제한설과 혼동하여 잘못된 판단에 이르거나, 제한설을 취하였

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심결취소소송의 심

리범위의 문제와 구별되는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

한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의 제한 국면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와 함

께 살펴보았다. 

이 글이 2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제한설과 무제한설의 지겨운 논쟁을 뒤로 하고, 특허심판원의 독립

성과 전문성 제고, 특허법원 심리절차의 개선과 같은 생산적인 논의

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무제한설과 심결취소소

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요어 :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무제한설, 제한설, 일사부재리, 심

판청구 적법 요건, 심결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학  번 : 2001-2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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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998년 특허법원 개원에 맞추어 개정된 구 특허법(1995. 1. 5. 법

률 제4892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5항1)은 “심판을 청구할 수 있

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

다.”고만 하고 있었을 뿐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특허심판원에

서 제기된 주장과 제출된 증거로 한정할 것인지, 제한 없이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이에 소송단계에서의 심리

범위에 관하여 특허법원 개원 이전부터 심리범위에 관한 무제한설,

제한설, 절충설 등의 논의가 있어 왔다. 이후 특허법원의 재판실무

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제한설이 확립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

고 있으나, 계속하여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과 제한설로의 개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제한설과 무제한설의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과연 제한설로의 판례 변경 또는 개정 논의가 타

당한지를 현행법의 해석,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정책적 차원에

서의 이점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다음으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무제한설은 심판절차

에서 제기되지 않은 주장, 증거의 제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심결

이후 새롭게 제출된 주장과 증거가 심결취소소송의 소송 구조 또는

각하 심결취소소송의 심판대상, 심결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등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듯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무제한설에

반하는 상황이라고 오해하거나, 이를 제한설의 근거로 논하는 경우

들을 볼 수가 있다. 또한 구체적 사례에서 혼동을 가져옴으로써 잘

못된 판단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위

1) 2016. 2. 29. 특허법 일부개정에서 특허취소신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위 조항도 “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
기할 수 없다.”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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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면을 혼동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심결취소소

송의 심리범위의 문제와는 구별되는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또

는 구조에 의한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의 제한, 이에 대한 혼동 사

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2장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제1절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일반론

1. 의의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란 법원이 위 소송물에 대하여 어느 범

위까지 심리할 수 있는지, 즉 심판절차에서 제기되지 않은 주장, 사

실 및 증거를 소송절차에서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문제

이다.

대법원은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

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

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고

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일반 행정소송에서 원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 사유는 사실심 법원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심리 판단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심결의 위법 사유 역시 제한 없이 판단이 가능하다는

무제한설과 특허법이 심판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는 점이나 심결의

전문성 측면에서 심결의 적법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제한설적

견해가 충돌한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특허소송에 있어서 심판단계에서 주장된 거

절이유 또는 무효사유와 다른 사유가 주장되고 이 주장을 증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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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 이를 소송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2)

2. 견해대립3)

가. 무제한설

무제한설은 당사자가 심판절차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일체의 위

법사유를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장․증명할 수 있고, 특허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일반 항고소송과 같이 심결에 존재하

는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이상 심결취소소송에서 심판절차에서 다

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일체의 위법사유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 것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한다. 심결취소소송의 심

리범위를 심판절차에서 현실적으로 심리, 판단된 사유만으로 제한하

면, 당사자는 심판절차에서 심리, 판단된 사유 이외의 다른 위법사

유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행정우위사상에 근거하여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소송경제에도 반한다는 점 등도 추가적인

근거로 들고 있다.

제한설의 입장에서는 독립한 준사법기관인 특허청의 기능을 무

시하게 되고, 당사자에게는 심급이익으로 보장된 특허청에서의 심판

2)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2018), 543면
3) 이 부분은 박원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02), 849면; 정차호·이혜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에서의 심리범위 무제한설과 일사부재리 원칙의 충돌”, 산업재산권 제
56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2018), 42 내지 51면; 조영선, 앞의 책, 543;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제4판, 박영사
(2019), 110 내지 112면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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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며, 소송을 담당한 법관에게 지나친 부

담을 준다는 등으로 비판한다.

나. 제한설

제한설은 심결취소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당사자가 심결취

소소송에서 주장·증명할 수 있는 사유를 심판절차에서 심리, 판단된

사유만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는 심판

에서 심리, 판단되지 않은 새로운 무효사유에 대하여 법원이 새롭게

판단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심판으로 환송하여 새로운 무효사

유에 대하여 심판단계에서 심리, 판단하게 한 후 그 판단에 대하여

심결취소소송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것은 통상적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과 완전히 상이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고, 무용한 심판․소송

의 왕복 현상이 발생하여 심각한 절차 지연의 폐해가 있으며 분쟁

전체의 일체적인 처리를 방해한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제한설은 심리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에 따라 다시

몇 가지 학설로 나뉜다.

(1) 동일사실․동일증거설

특허소송의 소송물이 심결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하더라도 심결

의 실체적 위법성은 심판절차에서 심리, 판단된 사항을 넘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허법 제186조 제6항이 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

고 있는 것은 법원의 부담경감을 도모하려는 것 이외에 당사자에게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판단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도 목적이 있으므로, 심판절차에서 심리, 판단되지 아니한 사항을

법원에서 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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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심판을 받을 이익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점

을 근거로 한다.

이 견해는,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는 당해 특허심판원의 심판

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다투어지고 심리, 판단된 특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판에서 판단

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 및 증거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2) 개별적 고찰설

모든 심결에 대하여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일률적으로 정

할 것이 아니라 심결의 종류에 따른 성질상의 차이점에 따라 개별

적으로 고찰하자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당사자계 사건의 심판

중 모인(冒認)이나 조약위반을 이유로 하는 무효심판의 경우는 일반

민사사건과 유사하여 소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게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재판에 앞서 심판을 경유시켜야만 할 실질적

이유도 없는 반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됨을 사유로 하는 무효

심판의 경우는 다툼의 대상이 특허청의 행정처분의 위법성이고 심

결의 효과가 제3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의 사실심리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기술적 사건이어서 심판

전치주의가 관철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근거로 한다.

3. 외국의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가. 미 국

(1) 특허소송구조



- 6 -

미국에서는 특허침해 혐의자가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

의 특허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관으로 특허청(USPTO)과

연방지방법원이 있다. 특허침해 혐의자는 연방지방법원에서도 특허

권자의 특허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특허권자에

의해 특허침해소송이 개시되기 이전에 제기하는 특허무효 확인소송,

반소 형태의 특허무효 확인소송, 적극적 항변의 수단으로 특허무효

의 주장이 있다. 만약, 법원이 특허권자에게 특허의 유효를 입증할

충분하고 공평한 기회를 준 후 그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청은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사를 중지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그 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다투지 못한다.4)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의 전속관할이다. 종래 연

방지방법원에 의한 특허무효심사가 특허무효 판단의 중심으로 기능

하여 왔다.

2011년 미국 개정 특허법(AIA)은 법원에 의한 특허무효 심사보

다 좀 더 간이한 방법으로 특허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특허

무효심판 및 특허무효심사 제도를 개편하였다. 이를 담당하는 기관

은 특허심판원(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5)이다.

PTAB은 특허청에서 파생되어 별도로 구성된 조직으로 특허청

4) Blonder-Tongue Lab, Inc. v. Univ. of Illinois Found., 402 U.S.

313(1971). 한편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제3자

는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강흠

정, “특허침해소송의 재심에 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3호

(2011.9.), 28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

구: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

허청(USPTO)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 송현정)(2016), 224면에서 재인용
5) 개정 미국 특허법(AIA)에 따라 미국 특허청 산하의 특허 등록 이후의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특허심판원(PTAB)이 새로 설립되었고, 등록
된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들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최승재․김영
기․박현우, 신미국특허법, 법문사(2020), 6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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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특허차장, 특허국장, 상표국장과 같은 임원과 특허행정판사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PJ)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행정판사

는 상무부장관(Secretary of Commerce)에 의해 임명되고6), 업무적

으로는 법률상 PTAB의 운영을 맡고 있는 특허청장 등의 개입을 최

소화함으로써 특허행정판사에게 업무상 자율권을 가지게 하고 있다.

사건의 배당, 심판부의 구성, 특허무효심판의 개시 결정 권한에서

특허청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모두 PTAB 내부에서 결정이 이루어

지게 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심사관

(Examiner) 경력을 가진 사람이 특허행정판사로 지원하여 별도로

임용되는 경우는 있으나, 파견을 통해 심사관이 특허행정판사가 되

지는 않는다. PTAB은 특허청 내에 설치된 재판절차만 담당하는 행

정재판소(administrative tribunal)로 기능하고 있다.7)

PTAB은 거절결정에 대한 항소(appeal), 결정계 재심사(Ex

Partes Reexamination, EPX)8)에 대한 항소, 당사자계 무효심판

(Inter Partes Review, IPR),9)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6) 임명권한이 한 때 특허청장에게 이전되었으나, 연방헌법 제2조 제2항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논의가 있었고, 다시 상무부장관에게로 이전되었다.

7)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앞의 책, 173 내지 177면 참조
8) 특허청 내 재심사부(CRU) 소속 심사관(examiner)이 진행하는 절차로,
PTAB의 다른 특허무효심판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누구
나, 특허권 행사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선행기술 특허 내지 반
포된 간행물에 근거한 신규성 또는 비자명성의 결여를 이유로 무효 주
장이 가능하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앞의 책, 203 내지 207면 참조

9)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월이 경과한 날 또는 등록
후 무효심판(PGR)이 종료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신청인이 특허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신청인이 특허침해소송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선행기술이나 반포된 간행물과 관련된 신규성 또
는 비자명성의 결여를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
도이다. 이 제도는 개정특허법(AIA) 이전에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이루
어지던 당사자계 재심사(IPX)를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IPX는 기
간 제한이 없고 ‘특허적격성에 관한 실질적이고 새로운 문제’를 개시요
건으로 하는 반면, IPR은 위와 같이 기간 제한이 있으며, ‘신청인의 무
효주장이 받아들여질 합리적인 가능성’을 개시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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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GR),10) 영업발명 특허에 대한 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 CBM)을 담당한다.11) 그의 심판 중 등록 무효심판

은 신청인의 신청시점, 신청사유 등에 따라 등록 후 무효심판

(Post-Grant Review),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에

의해 이루어진다.12) 당사자계 무효심판과 등록 후 무효심판이

PTAB의 주요 무효심판이라고 할 수 있고, 무효심판에 대한 불복은

CAFC의 전속 관할이다.

반면, 특허출원인의 PTAB의 최종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은 두

가지로 가능하다. 먼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직접 불복하거

나13)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EDV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4)

이 둘은 택일적 관계이다. 즉, PTAB 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가 CAFC에 항소한 경우에는 EDVA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특허출원인에게 허용되는 PTAB 심결에 대한 이와 같은 이중의 불

법정책연구원, 앞의 책, 193, 194면
10) 개정특허법 이전에는 민사소송에서는 신규성, 비자명성 이외의 다른
이유로도 특허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광범위한 증거 제출이 가능한 반
면, 당시 당사자계 재심사(IPX)에서는 선행기술이나 반포된 간행물을
근거로만 특허의 무효를 다툴 수 있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반
영되어 도입된 절차이다. 특허권자가 아닌 이해당사자가, 특허등록일로
부터 9개월 이내에, 모든 특허무효 사유[최적 실시예(best mode) 요건
은 제외]를 근거로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다. ➀ 등록 후 무효심판
(PGR) 신청의 대상이 된 특허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가 ‘특허무효 판단
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➁ 등록 후 무효심판의
신청으로 다른 특허나 출원에 중요한 ‘새롭거나 해결되지 않은 법적
문제’를 제기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개시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사
법정책연구원, 앞의 책, 185 내지 187면

11) 최승재․김영기․박현우, 앞의 책, 654면
12)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무효심판(CBM)은 과도기적 제도로
2020. 9. 16.까지만 시행된다.

13) 35 U. S. C. §141.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앞의 책, 224, 225, 291, 292
면

14) 35 U. S. C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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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구조는 CAFC가 연방항소법원으로서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새로

운 사실심리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

회를 주기 위함으로 보인다.15) EDVA에서 당사자는 CAFC와 달리

추가적인 증거제출 및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다.16)

한편,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행정판사의 임명 절차가 헌법에 위

반되는지에 대한 소송이 2020년 현재 미국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17)

또한, 특허심판원이 IPR에서 특허를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특허권자들이 IPR에 의한 특허 무효를 방지하고자 여러 사건에서

IPR의 합헌 여부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제기하여 왔다. 행정부에 속

하는 특허청 소속 구성원인 PTAB의 특허행정판사에 의해 재산권인

특허권이 무효라고 종국적으로 선언될 수 있는 사법적 절차가 진행

되는 것이 “사법권은 헌법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미국 헌법

제3조에 반하여 위헌인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연방대법원은

IPR이 의회의 결정이라며 특허의 등록과 취소에 대한 특허청의 독

자적 권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18)

(2) CAFC의 특허심판원(PTAB) 심결에 대한 심리범위

15) 대신 특허청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지
게 되므로, 특허법은 출원인이 지방법원에 불복할 경우에는 “지방법원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준국, 미국특허소송의 주요쟁점, 박영사(2018), 204면

16) 최승재·김영기·박현우, 앞의 책, 362, 363면
17) Arthrex, Inc.B. Smith & Nephew, Inc., 941 F.3d 1320, 1327(Fed. Cir.
2019). 이 사건에서 청구인 Arthrex는 미국 헌법 제2장 제2조 제2항의
임명조항(Appointment Clause)을 따르지 않은 특허법 판사가 당사자계
무효심판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고, CAFC
는 특허법 판사에 대한 현재의 임명절차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최
승재·김영기·박현우, 앞의 책, 653면

18)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앞의 책, 171면; 최승재·김영기·박현우, 앞의
책, 6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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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C는 미국의 일반 연방항소법원과 마찬가지로 법률심이다.

"clearly erroneous standard of review"와 같은 심리원칙에 따라 행

정청의 사실인정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고

PTAB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제출은 제한된다.

또한, PTAB 결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록상 나타나지 않은 새

로운 사유를 심리할 수 없다. 이는 행정기관이 결정의 근거로 한 이

유에 따라서만 그 결정을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PTAB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역시 행정절차법(the Administrate Procedure

Act, APA)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근거한다.19)

결국, CAFC 단계에서는 PTAB에서 무효사유로 제시하지 않았

던 새로운 사유 및 증거를 심리할 수 없고, 발명의 성립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새로운 사유를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20)

(3) EDVA의 특허심판원(PTAB) 심결에 대한 심리범위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EDV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PTAB의 최종 출원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출원인은 PTAB 단계에서 제출

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새로운 사실심리를 받을 수 있

으나, PTAB 단계에서 제기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은 심판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제한된다. 이러한 제

한은 행정구제 소진원칙(the doctrine of exhaustion of

19) In re Applied Materials, Inc., 692 F.3d 1289, 1294, 103 U.S.P.Q.2d
2000 (Fed. Cir. 2012). Robert A. Matthews, Jr. 3 Annotated Patent
Digest(Matthews), October 2020 Update, §25;101.400

20) In re Margolis, 785 F.2d 1029, 1032 (Fed. Cir. 1986) “It is
inappropriate for this court to consider rejections that had not been
considered by or relied upon by the Board.”, 양성미·정차호, “특허무
효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무제한설에서 제한설
로!”,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2016), 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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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trative remedies)에 근거한다.21)

또한 연방지방법원의 사실심리 기준과 관련하여 CAFC는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백한 오류(A clearly erroneous standard of review) 기준’을 적용

하여 왔다. 그러나, 1999년 연방대법원이 위와 같은 심사기준 적용

이 부적절하고, 특허청은 행정절차법(the Administrate Procedure

Act, APA)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를 심사하는 법원은 그 기준에 따

라 ‘충분한 증거 기준(substantial evidence)’을 적용하여야 한다22)고

판단하자, CAFC는 이를 적용하여 특허심판원 결정에 대한 파기율

을 높여왔다고 한다.23)

나. 독 일

독일은 특허 침해소송과 특허 무효소송의 관할이 분리되어 있다.

특허 침해소송은 주마다 지정된 2 내지 3개의 지방법원과 항소

법원이 담당하고, 독일연방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은 특허무

효 소송에 대하여 전속관할을 가진다. 침해소송 절차에서 특허의 무

21) Robert A. Matthews, Jr. 3 Annotated Patent Digest(Matthews),
October 2020 Update, §16:56, §16:57

22) Dickinson v. Zurko, 527 U.S. 150, 119 S. Ct. 1816, 144 L. Ed. 2d
143, 50, 50 U.S.P.Q.2d 1930 (1999), however, the Federal Circuit
modified Fregeau, to hold that in reviewing PTO actions in a § 145
action, where the applicant does not provide new evidence, the
district court should apply a “substantial evidence” standard of
review, i.e., does the evidence show that “a reasonable fact finder
could have arrived at the agency's decision.” In re Gartside, 203
F.3d 1305, 1312, 53 U.S.P.Q.2d 1769 (Fed. Cir. 2000). Robert A.
Matthews, Jr. 3 Annotated Patent Digest(Matthews), October 2020
Update, §16:58

23) 설민수, “행정절차에서 특허의 무효심사와 특허법의 방향; 미국의 특허
심판원(PTAB)과 관련제도에 중점을 두고”, (2016년도)법관연수 어드밴
스 과정 연구논문집, 사법연수원, 5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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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는 직접적인 방어방법이 되지 못하고, 피고(침해자)는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24)하고 당해 특허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이유로

절차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 침해소송 법원에서는 특허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 유효를 전제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무효

가능성이 높아 보일 경우 재량에 따라 특허무효 소송의 결과를 위

해 대기할 뿐25), 자체적으로 특허의 무효 여부를 심리할 수 없는 것

이다.26)

특허 무효소송에 관하여 보면, 독일은 심판전치주의를 폐지하여,

심판 절차를 경유 하지 않고 바로 특허 무효소송의 제기가 가능하

다. 특허청의 특허출원의 거절 또는 특허의 부여결정, 특허부여 후

의 이의신청에서 특허청이 행한 특허의 유지, 취소 또는 한정결정

등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과 특허청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바

로 소로써 제기되는 특허의 무효소송은 뮌헨에 소재하는 연방특허

법원(Bundespatentgericht)에서 심리한다.27) 특허청 결정에 대한 불

복의 경우에 연방특허법원은 특허청의 결정을 사실인정 면에서나

법률적용의 면에서나 심사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주장 또는 증거신

청, 자료에 구애되지 않고 당해 사안의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조사하

게 되며, 특허신청인도 특허청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특허의

근거를 주장·증명할 수 있고, 특허청의 소송수행자 역시 특허청의

결정이 이유로 한 사실이나 법률과 다른 사실이나 법적인 근거를

24) 독일 특허법 제81조(Patentgesetz, Section 81)
25) 이러한 절차 대기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48조(the Code of Civil

Procedure, Section 148)이다.
26) Katrin Cremers 등, “Invalid but Infringed?, an analysis of

Germany’s Bifurcated Patent Litigation System”, ZEW Mannheim,
Max Planck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Competition, Santa Clara
University(2014); 이장호, “특허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일괄처리방안
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연구 1집(2000. 5.), 177면

27) 강기중,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대법원 판례해설 41호, 법원도서관
(2002), 495, 4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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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수 있다.28)

특허 무효소송의 경우에는 연방특허법원이 제1심의 사실심으로

서 재판하므로, 당사자는 당연히 무효사유 및 증거에 대한 제한 없

이 공방할 수 있다.29) 연방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연방통상법

원에 항소할 수 있고 연방통상법원은 특허무효소송을 사실심으로서

심리하는데, 제1의 사실심인 연방특허법원과는 독립하여 사안을 처

리하고, 또한 그 소송 중에 제출된 새로운 사실 및 증거를 포함한

당해 사건의 모든 사실 및 증거를 제1심과는 독립하여 판단하고, 당

사자는 연방특허법원에서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무효사유도 연방통

상법원에 이르러서는 주장·입증할 수 있다.30)

다. 일 본

일본의 경우 특허침해와 특허무효가 진행되는 절차는 우리와 거

의 비슷하다. 즉, 특허침해는 일반 민사법원이 관할하고, 특허무효는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형태로

진행된다. 다만 일본은 현재, 특허침해소송 1심은 도쿄(東京) 및 오

사카(大阪) 지방재판소에 관할이 집중되어 있고(2004년부터 관할이

집중되었다), 그 항소심 역시 동경고재 내에 설치된 지적재산고등재

판소에 관할이 집중되어 있다(2005년부터 관할이 집중되었다)는 점

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 역시 전속적으로 관할한다.

일본에서는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하여 무제한설의 입장

을 따른 1953. 10. 16. 최고재판소 판결과, 심리범위가 법조마다 제

한된다고 하는 동일법조설의 입장을 따른 1960. 12. 20.과 1968. 4.

28) 강기중, 앞의 논문, 495, 496면; 양성미·정차호, 앞의 논문, 261면
29) 양성미·정차호, 앞의 논문, 262면
30) 강기중, 앞의 논문, 495, 4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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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있었으나, 최고재판소가 1976. 3. 10. 선고한

대법정판결에서 동경고등재판소의 실무인 앞서 본 제한설의 논의

중 동일사실·동일증거설을 채택한 이후로는 동일사실·동일증거설에

따라 심결의 이유에서 판단이 된 주장과 증거에 한하여 재판소가

심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의할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는

심결에서 다루어진 구체적인 공지기술의 범위에 한정되고 그것을

보충하는 주장·입증은 가능하지만 심판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 및 증거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31)

일본 최소재판소는 위 판결32)에서 특허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

복제도 및 심판절차의 구조와 성격 등에서 알 수 있는 법의 취지를

들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➀ 특허법의 무효심판제도, 심결취소소송의 구조 및 전속관할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은 특허출원에 관한 행정처

분은 일반 행정처분과는 달리 항상 전문적 지식, 경험을 가지

는 심판관에 의한 심판 및 항고심판의 경유를 요구하고, 원처

분인 특허 또는 거절사정 처분에 대해서는 특허 또는 거절 사

정 적법성을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고 심판 심결의 적

부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이를 다투게 하고 있다.  

➁ 법은 특허무효심판 청구시 신청 이유를 특정하도록 하고 있

고, 그 외의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는 할 수 있되 의견제출기회

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이 특정된 쟁점에 한해 심리 판단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범위를 특정한 무

효원인으로서의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로 하

고 있는 것도 이에 대응하는 것이다. 

➂ 또한, 법은 당사자들 관여 하에 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

31) 강기중, 앞의 논문, 493, 494면
32) 最高判昭51. 3. 10. 民集30卷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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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심결취소소송은 동경고등재판소를 전속관

할로 하여 사실심을 1심급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즉, 특허소송의 전문성을 고려한 필요적 전치주의, 재결주의, 심

판절차에서 특정된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

하여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4. 대법원의 입장

가.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33)

대법원은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

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

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나(원고의 경우), 처분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도(피고의 경

우)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 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

원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 판

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

를 입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여 무제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

33)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은 당사자계 심판의 심결을 대상으로 한다. 당
사자계 심판이란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
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말한다(심판청구인 대 피
청구인의 대립구조가 형성되고 쌍방의 공방을 거쳐 심판관 합의체가
판단하는 구조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특허무효심판, 특허권의 존속기
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계 심판의 결과 패소심결
을 받은 당사자는 원고가 되어 승소심결을 받은 상대방 당사자인 권리
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삼아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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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등).

기본적으로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심결의 위법성으로 보고,

행정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심결의 위법 사유에 대하여는 주장,

증명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결정계 심결취소소송

반면, 결정계 심결취소소송34)에 대하여는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유는 적어도 그 주지에 있어서 거절이유통

지서의 기재 이유와 부합하여야 하고,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여 특허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심리범위가 일부 제한되는 듯한 태

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결정계 심결취소소송에 대하여는 제

한설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견해35)도 있으나, 이는 결정계라는

이유로 특별히 심리범위를 제한함이 타당하다기 보다는 거절이유통

지 제도라는 강행규정36)에 반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고의

34) 결정계 심결취소소송은 결정계 심판의 심결을 대상으로 한다. 결정계
심판의 결과 심판청구기각심결에 내려지면 심판청구인이 원고가 되어
특허청장을 피고로 삼아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피청구인과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심판청구가 인용된 경우 그 심결에 대해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은 상정할 수 없다).

35) 조영선, 앞의 책, 544면
36) 특허법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

정을 하려면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특허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제1호·제2호, 제51조, 제63
조, 제63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
제4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 제2호에 따
른 보정(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
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특허청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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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증명은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강행규정의 취지에 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심판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가 판결들

이 있다.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유가 그 주

된 취지에서 거절사정의 이유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거절사정의 이

유와 다른 별개의 새로운 이유로 심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특허출원인에게 새로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그

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후1766 판결),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

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도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

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

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

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면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37) 등)고 한다.

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상표의 경우는 상표법 제23조 제2항과 제81조 제3항이, 디자인의 경
우 디자인보호법 제63조 제1항과 제124조 제1, 2항이 위 특허법의 규
정과 같은 취지이다.

37) 위 판결은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
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에, 위 선행발명을 보충하여 특허출원
당시 그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
한 자료는 새로운 공지기술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결취
소소송의 법원이 이를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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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리

결국,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하여 무제한설을 선언한 위

2000후1290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과 거절계 심

결취소소송 모두에 적용되나, 다만, 의견제출기회의 부여와 같은 특

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범위가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특허

법의 규정이 위 판결의 판시에 우선하는 것이고, 거절계 심결취소소

송이라도 의견제출통지 및 보정에 관한 특허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

는 경우에는 심리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38)

제2절 제한설로의 변경 논의에 대한 검토

1. 무제한설의 확립과 제한설로의 판례 변경 또는 입법 논의

이와 같이 특허법상 특허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특허법원 개원 이후 특허법원의 실무가 무제한설로

운영되어 왔고, 대법원이 2002년 2000후1290 판결에서 무제한설의

입장을 선택하여 판례로서 확립되었다.

특허청은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사 시 새로운 증

거제출의 제한(제한설)과 정정청구의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의

특허무효심사제도의 강화를 추진한 바 있고39), 학계에서도 일본 최

고재판소가 제한설을 택하고, 그 근거로 일사부재리 원칙을 언급한

것 등을 들어 위와 같은 특허청의 입법 추진을 뒷받침하는 견해가

있다.40)

38) 박원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특허판례연구, 박영사(2012), 853,
854면

39) 특허청, 2016. 8. 3. 특허제도개선공청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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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와 실무는 무제한설로 정착되어 이미 20년 이상 안

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판례 변경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제한설로의 개정 논의의

타당성에 대하여 본다.

2. 현행 특허법 규정과 무제한설이 충돌하는지

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특허법 제163조 규정이 제한설의 근

거가 되는지

(1) 논의의 배경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특허법 제16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

었다.

40) 최근 논문으로 양성미·정차호, “특허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
송의 심리범위; 무제한설에서 제한설로!”,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16); 정차호·이혜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심리범위 무제한설과 일사부재리 원칙의 충돌”, 산업재산권 제56호, 한
국산업재산권법학회(2018) 등

특허법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

정]

특허법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특허법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제163조 (일사부재

리)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

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제163조 (일사부재리)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

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

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

제163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

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

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

시 심판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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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개정 전 구 특허법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적용 시점이 ‘심

결 확정 등록시’ 또는 ‘판결 확정시’여서 특허청의 등록 시점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점과, ‘판결’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2001년 개

정으로 ‘심결 확정시’를 적용시점으로 봄으로써 적용시점에 관한 문

제점은 해결되었으나, ‘판결’을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심결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새롭게 주장, 제출되어 판단된 사항이 일사부

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에 관하여 견해대립이 생기게 되었다.

(2) 제한설의 주장

제한설 지지자 중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특허법 제163조

가 무제한설과 충돌하므로 논리적으로 무제한설을 제한설로 변경해

야 한다는 견해41)가 있다.

이 견해는 2001년도 특허법 개정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

대상을 “확정 심결의 등록 또는 확정 판결”에서 “확정 심결”로 변경

함으로써, 일사부재리 원칙이 심리범위 무제한설과 상충하게 되었다

고 주장한다. 구법에서는 심결취소소송에서 심판 당시 제출된 증거

A와 다른 새로운 증거 B가 제출되어도 B에 대하여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A와 B를 근거로 하는 새로운 심판의 청구가 가능

하지 않았으나, 신법에서는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증거 B가 제출

되고 그 증거에 대하여 특허유효의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B에 대하

41) 양성미·정차호, 앞의 논문; 정차호·이혜라, 앞의 논문 등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다만, 확정된 심결

이 각하심결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없다. 다만, 확정된 심

결이 각하심결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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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구든지 B를 근거로

새로운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옳지 않으

므로 개정된 특허법 제163조는 심리범위 제한설을 근거로 한 것으

로 보아야 하고, 개정 특허법 제163조가 적용되는 사례에 관하여는

판례도 제한설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1976년에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하여 제한설을 택하며 그

근거로 일사부재리원칙과의 조화를 든 것도 근거로 들고 있다.42)

(3) 반대견해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반대 견해들이 있다.

➀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일단 심결이 확정되면 동일사실 및 동

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특허

법원의 심리범위가 넓던지 좁던지 관계없이 일단 심결이 확정되면

종전 심판 및 소송에서 심리된 사실 및 증거와 동일한 사실 및 증

거에 의하여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야 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특허법원의 심리범위

를 제한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특허법원의 심리범위를 정한다고 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42) 1976. 3. 10. 최고재판소 전원합의부판결로서 종래 판례를 변경하여 취
소소송의 심리대상은 심판절차에서 심리·판단된 특정의 무효원인에 한
한다고 하여 제한설을 선택하였다. 위 판결에서 최고재판소는 “특허법
은 무효원인을 추상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법 제133조 제1항) 거기에
열거된 각 사유는 어느 것이나 특허의 무효원인을 이루는 것으로서 성
질 및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각각이 별개 독립의 무효원인으로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런데 무효원인을 단순히 위와 같은 해
당조항 내지는 위반규정 만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특정하는 것으로 충
분한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특허제도에 관한 법규성 전체에 비추어, 특
히 특허법 제163조 가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신중
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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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이다.43)

➁ 무제한설의 입장에서도 심결은 그 자체로 확정이 될 수 있

는 외에 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을 거쳐 확정될 수도 있음이 특허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 심결을 확정시킨 판결과

심결을 분리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이므로, 새

로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는

심결을 확정시킨 판결(통상적으로는 새로운 증거나 주장에 의하여

원심결과 다른 이유이기는 하지만 결론은 심결과 동일하기 때문에

심결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44)과 심결을 묶어서, 일사부재리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즉, 심판절차와 심결취소소송에서 제출되어 심결 및 판결의 이유에

서 거론된 모든 주장과 증거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포함되고, 또한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한 심결을 취소하는 확

정판결에 따라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설사 후속

심결이 확정판결의 이유 중에서 거론되었던 사실과 증거를 거시하

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확정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한 것이므로 판결 이유 중에 거론된 사

실과 증거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포함된다

고 보아야 한다.45)

43) 권택수, “일사부재리의 원칙” 특허소송연구 1집, 특허법원(2000), 168면
44)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 후에 특허심판원은 그
판결에 따라 새로운 심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확정
된 심결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심결의 내용이 판결의 내용과 같아
질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일사부재리의 비교 대상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거의 없다. 또한,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그대
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의 이유가 원심결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새
로운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는 이상 일사부재리의 문제가 생길 여
지가 없다.

45) 강기중, 앞의 논문, 502, 503면; 김신,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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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 특허법 제163조가 무제한설과 모순되는지

구 특허법 제163조의 개정으로 제한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 특허

법 제163조에서 ‘판결’이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된 것46)을 제한설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가) 일사부재리 규정의 취지 및 문제점

일사부재리 원칙은 서로 모순․저촉되는 심결이 발생하는 것

을 방지함으로써 확정 심결의 신뢰성과 권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남

소를 방지하여 심판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함으로써 동일 심판에 대

하여 상대방이 다시 심판에 응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하도록 하

며, 특허심판원은 반복하여 다시 심판하여야 하는 비경제로부터 해

방될 수 있도록 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오스트리아의 1897

년 특허법 제93조를 수계한 일본의 1909년 특허법 제87조(2011년 개

정 전의 특허법 제167조47))를 우리 특허법에서 다시 수계하였다.48)

현행 특허법 제163조 본문은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은 ➀ 선행 심

결의 확정과 ➁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후심판 청구를 그 요

소송연구 7집, 특허법원(2017) 166, 167면
46) 2001년 특허법 개정 당시 ‘판결의 확정’이 삭제된 경위에 관한 입법자
료는 찾지 못하였다.

47) 일본 구 특허법 제167조(심결의 효력)는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 또는 연
장등록무효심판의 확정심결의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
에 기초하여 그 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48) 정상조·박성수 공편, 특허법 주해 II, 박영사(2010), 6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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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한다. ‘동일사실’에서의 ‘사실’이란 동일 권리에 대하여 동일

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이고,49) 동일증거에 대하여 대법원은 선행 확정 심결의 증거와 동일

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

하지 아니한 증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후1157

판결)고 하여 ‘중요증거설’을 택하고 있다.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

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

고,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이므로 동일사실 및 동

일증거에 기한 재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일사부재리 규정은 선행 심결이 확정된 경우 선

행 심결의 심판청구인 뿐만 아니라 제3자(“누구든지”)에 대하여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제3자의

심판청구권(무효심판청구를 하는 자의 고유한 이익)이 지나치게 제

한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

청구권의 남용과 심판의 모순·저촉 방지 등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원래 같은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익을 가지는 사람

은 언제라도 당해 특허에 대하여 무효 등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각자의 고유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그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다.50) 하지만, 예를 들어 A에 의한 특허 등록무효심판청구 계속 중

B 역시 동일한 특허에 동일한 사유 및 증거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여 A의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심결 전 먼저 기각 확정된다면

A의 심판청구는 애초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가 제3자인 B의 심판

청구 및 기각 심결 확정이라는 예측하지 못한 사정 때문에 일사부

재리 원칙 위반으로 각하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49) 권택수, 앞의 논문, 157면 참조
50) 정상조·박성수 공편, 앞의 책, 6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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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판단의 기준 시점’에 관한 기존의 ‘심결시설’에서 ‘심판

청구시설’로 견해를 변경함으로써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이 제

3자에게까지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의 확대를 경계하면

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A의

심판청구가 B에 의한 후심판이 먼저 확정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부적법해지지는 않게 된 것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같은 취지의 판결[最

高裁 平成 12年(2000년) 1月 27日 선고 평성7년(1995년)(行ツ) 제105

호]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일본은 2011년 6월 8일 법률 제63호로

공포된 개정 특허법에서 대세효로 인한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심결의 효력이 당사자와 참가인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51)52)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미 1973. 10. 17.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로 종전의 특허법 제146조53) 제2항 중 “제3자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51) 일본 특허법 제167조 특허무효심판 또는 연장등록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
된 때에는 당사자 및 참가인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2) 이러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시설을 택한 최고재판소 판결에
관하여 “이 판결은, 제3자효를 인정하고 있는 구법에 관해, 제3자가 무
효심판청구를 하는 고유한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이런 제
한을 가능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입장에서 청구시설을 채
용했다. 구법의 위헌론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제3자
효를 폐지한 본조에 있어서, 이 판결의 결론이 유지될지 아닐지는 이
후에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다. 중산신홍․ 소천직수,
신․주해 특허법 제2판 하권, 청림서원(2017), 2827면

53) 오스트리아 1970년 특허법 제146조
(1) 특허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권자의 청구가 있고, 심판 절차를 통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심판부 혹은 항고심판부는 다
음과 같은 사항을 특허원부에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가) 특정의 사실에 의해 발명의 특허성(제1조 내지 제3조)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
(나) 발명이 선행 특허 혹은 특권의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2) 제1항에 의한 특허원부에의 기재는 심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
루어져야 하며, 동일한 사실 및 동일한 증거에 의해 새롭게 심판을 청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동일한 사실 및 동일한 증거에 의
해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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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의 부분, 즉 일사부재리에 대세효를 인정한 부분을 폐지하였다.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행정기관의 결정의 효력이 미치도

록 하는 경우 제3자의 이익이 이러한 행정기관의 결정을 통해 침해

받을 수도 있고, 제3자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박탈됨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 중대하게 침해받을 수 있음을 그

이유로 한다.

이와 같이 현행 일사부재리 규정은 선행 심결이 확정되면 확

정 민·형사판결과 달리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해 심판절차에 직접 관

여하지 않은 일반 제3자에 대하여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를 제한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수록 제3자의 고유한 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문

제가 발생한다.54)

나) 특허법 제163조와 무제한설의 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

한편으로는 모순․저촉되는 심결의 발생을 방지하고 심판절차

의 경제를 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3자의 심판청구의 이익을

보호하여 본래 특허를 받아서는 안 될 발명이 특허를 받은 경우에

는 널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54) 실제 대법원은 ‘동일증거’의 의미에 관하여 증거가 사실상 동일한지를
넘어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일 것을 요구
하는 중요증거설을 택함으로써(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후1057 판
결), 제3자의 심판청구에 관한 권리의 제한을 넓히는 판결을 하여 모순
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심판청구에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
정심결의 이유에서 거론된 증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면서 전의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경우, ‘중요증거설’
에 의하면 새로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특허심판원은
‘각하’심결을 하게 될 것이나, 증거의 동일성만을 요구하는 견해에 의
하면, 새로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특허심판원
은 본안 판단을 하여 ‘기각’심결을 하게 된다. 제3장 제3절 제3항에서
추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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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한설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심판절차와 심결취소소송에서 제출되어 심결 및

판결의 이유에서 거론된 모든 주장과 증거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론이 타당한 면이 있다. 대법

원에서 판단된 바는 없지만, 법원 실무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특허

법 제163조를 해석, 적용하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55)

그러나 한편으로는 판결에서 새로 주장, 제출된 사실이 ‘동일

사실 및 동일증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실질적으로 이미

법원에서 판단한 것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가 허

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의 미비로

인한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주로 문제되는 사안이 특허 무효심

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유효 심결)이 특허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

경우일 텐데, 만약 선행 심판청구인과 동일한 사람이 후속 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특허심판원은 종래 특허법 제154조 제8항의 중복

심판 규정의 신설 전 중복된 심판청구를 민사소송법의 소권의 남용

및 중복제소금지에 관한 일반 법리에 의해 심판 각하로 처리하고

있었던 것56)57)에 준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58) 반대로 후속 심판청구인이 제3자인 경우에는 고유의 심판청구

55) 박태일, “특허법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가”, 사법 51호, 사법발전재단(2020), 554면; 특허법원 지적재산소
송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제4판, 박영사(2019), 137, 138면 등

56) 이미옥, “특허의 중복심판”,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3호(2011. 9.),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60면

57)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
된 특허법 제154조 제8항에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제소)를 준용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58) 특허법원 1999. 7. 15. 선고 99허833 판결(확정)도 후속 심판청구가 동
일 당사자 간에 동일한 사안을 중복하여 청구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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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보장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앞

서 본 듯이 일사부재리 원칙의 대세효는 제3자의 심판청구권에 대

한 제한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규정으로, 근본적으로는 일본

과 오스트리아의 예와 같이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일 뿐, 이

를 들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한 제한설적 입법적 결단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앞서 반대 견해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객이

전도된 해석으로 생각된다.

3. 현행 행정소송의 체계상 제한설이 타당한지

가. 심결취소소송의 의의와 성격

심결취소소송은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특

허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는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가 정하는

심결 등에 대한 소로 제1심 사건을 말한다. 심결취소소송은 취소의

대상이 된 심결의 종류에 따라, 결정계 심결취소소송과 당사자계 심

결취소소송으로 나누어진다.

결정계 심결취소소송은 결정계 심판의 심결을 대상으로 한다. 결

정계 심판이란 당사자의 대립에 의한 심판구조가 아니라, 심판청구

인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심판으로서 심사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절차로, 대표적인 예로는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

에 대한 심판, 심사관의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

한 심판, 정정 심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정계 심판의 결과

심판청구 기각 심결이 내려지면 심판청구인이 원고가 되어 특허청

장을 피고로 삼아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59) 반면, 당사자

59) 박태일, “심결취소소송에의 보조참가의 성격”, 특허소송연구 7집,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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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의 대립 구조의 심판

절차에서 심판관 합의체가 판단을 하는 당사자가 심판의 심결을 대

상으로 하는 것이다. 당사자계 심판의 패소 당사자가 원고가 되어

승소한 상대방 당사자인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삼아 심

결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심결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통

설․판례의 입장이다. 심결취소소송 중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결

정계 사건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항고소송이라는 데는

다툼이 없으나,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계

사건에 관하여는 결정계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이라고 보는

견해와 당사자소송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로 나뉜다. 다만 당사자소

송으로 보는 견해도 심결취소소송을 항고소송의 실질을 가지는 형

식적 당사자소송이라고 한다.60)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처분이나 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

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원인이 되는 처분 등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

기하면서 처분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

는 소송을 말한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에 관한 다

툼이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실질을 가지나,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

않고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피고로 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

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형식

적 당사자소송의 예로는, 보상금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소송(공

익사업법 제85조 제2항)이 있다.61)

법원(2017), 371, 372면
60) 정상조․박성수 공편, 앞의 책, 767면; 조영선, 앞의 책, 539면; 서울행
정법원 실무연구회,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사법발전재단(2013), 10면
은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을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
의 예로 들고 있다.

61)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앞의 책, 10면;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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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결정계, 당사자계 사건을 구별하지 않고 심결은 행정처

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인 특허소송은 항고소송이라

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306 판결).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대표적 예인 보상금 증액 소송 같은 경우

에는 처분 등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이를 전제로 당사

자간의 이행을 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62) 그러나 심결취소소

송의 경우에는 당사자계이건 결정계이건 행정처분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63)는 점에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

속한다기 보다는 결정계 심결취소소송과 같이 행정처분의 직접 취

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계 사건

인 특허무효심판 청구 절차에서 결정계 사건의 성질을 가지는 정정

청구의 병합이 가능한데(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 이 때 피고를 별

도로 특허청으로 지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64) 대법원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이 처분청을 직접 상

대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항고소송으로 분류한 것으로 생

각된다. 이하에서도 이를 전제로 검토한다.65)

박영사(2019), 699면
62)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을 지급하라’는 형식이다.
63) 청구취지는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는 형식

이다.
64)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무효심판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기

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무효심판에 정정심판이 병
합된 것으로 보는데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
는 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단
순병합된 것이 아니라 일체분가분으로 결합된 것으로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상대방을 가지는 특수한 형태의 정정심판으로 보는 견해, ➁ 특
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무효심판절차에 정정심판이 편면적
으로 결합한 형태로서 결정계 심판청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견해 등
이 있다. 정택수, “정정청구를 수반한 특허무효심판과 그 취소소송의
구조, 특허소송연구 제6집(2013. 6.), 479면

65) 황한식,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법조 제46권 6호, 법조협회
(1997), 42면도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소송의 정의에 의
하면 당사자계 사건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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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 행정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구조

(1) 일반 행정소송과 심결취소소송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

기하는 경우,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다. 원처분주의는 행정심판의

재결의 당부를 다투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처분으로 하고 원처분

의 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의 위법만을 다투고 재결의 고유한 위법

은 재결취소소송에서 다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반면 재결주의

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여 원처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별법률에서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심결취소소송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한다.66)

특허법 제186조 제6항은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상대로 제기하는 항고소송이라기보다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으로서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 소송에 속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성질을
논의하는 실익이 심리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인가, 특히 변론
주의, 처분권주의를 제한할 것인가의 점에 있다고 보여지고, 당사자계
사건인 무효심결 등에 관한 소송은 형식적으로는 양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특허청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항고
소송과 비슷하게 직권증거조사 등 심리에 있어서 민사소송과 다른 특
수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본의 특허소송실무도 당사자계 사
건과 사정계 사건을 크게 구분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므로 당사자계 사건을 항고소송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고 있다.

66) 박균성, 앞의 책, 734 내지 7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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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특허취소 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

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등록결정 등 원처분이 아닌 원

처분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그 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67)

재결취소의 소에서는 재결고유의 하자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하

자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288 판결 등).

(2) 소송물과 심리범위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

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

반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견해이며 판례의 입장이다.68) 대법원은,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

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

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

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대법원은, 항고소송에 있어서

67)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제4판, 박영사
(2019), 14 내지 16면

68) 박균성, 앞의 책, 690, 6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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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

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립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같은

논리에서 심결취소소송에 관하여도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

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여서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

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나 처분을 정당하게 하

는 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 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

송의 법원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하여 일반 행정소

송의 원리에 부합하게 무제한설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

된다.

(3)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 허용 여부와의 관계

가) 처분 사유 추가․변경 제한의 의의

처분사유는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의해

주장되는 처분의 사실적․법적 근거를 말한다. 행정청이 다툼의 대

상이 되는 처분을 행하면서 처분사유를 밝힌 후 당해 처분에 대한

소송계속 중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 당시 제

시된 처분사유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문제라고 한다.69)

즉,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 밝혀

진 처분의 근거 및 이유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의 적법성을 주

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69) 박균성, 앞의 책, 8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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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 소송계속 중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명

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소송물의 변경이 없

는 한, 소송경제,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공익보장, 실체적 진실발견

을 위해 처분사유의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 및 학설의 일반적

견해이나, 원고의 방어권 보장 및 신뢰 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한계

는 있어야 한다고 한다.70)

대법원은 행정처분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면 원칙

상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할 수 없으며,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하거

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두4030 판

결 등)고 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공

익과 사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71)

나) 무제한설과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

기존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통설․판례에 의하면, 취소소

송에서도 심판범위인 소송물의 변경이 없는 한, 원․피고는 공격방

어방법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변경할 수 있다. 즉, 원고는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 등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법을 소송절차

에서 주장할 수 있고, 피고인 행정청은 자신의 처분의 적법성을 주

70) 박균성, 앞의 책, 864면
71)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
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
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
고 2004두4482 판결). 단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
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
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24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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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증명하기 위해 처분시에 존재하였던 방어방법(즉, 다른 처분사유)

을 제출할 수 있다.72) 그럼에도 앞서 본 듯이 원고의 방어권 보장과

신뢰보호 측면에서 그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심결취소소송으로 가지고 오면, 일반 행정소송

에서는 이와 같이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에 제한이 있는 반면, 심

결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과 심결의 위법 사유에 대한 주장, 증명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행정소송의 원리와 맞지 않게 된 것이

아닌지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심결취소소송 중 거절결정계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

듯이 법률의 규정(의견 제출 기회 제공에 관한 강행규정)에 의해 거

절결정의 이유가 되지 않은 새로운 거절사유에 대하여는 심판절차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그 주장이 제한된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가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계 사건(예를 들어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 특히 처분청인 특허청은 개입되지 않고 재

산권에 해당하는 특허등록처분이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두고 당사

자 대립구조를 통한 공방이 이루어지므로, 처분청인 행정청을 상대

방(피고)으로 한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대한 논의

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72) 강수정,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2018. 12.)

당사자계 심판

원처분 특허등록처분(수익적 행정행위)

당사자

심판청구인 : 이해관계인 

상대방 : 특허권자 (처분청인 특허청은 당사자가 아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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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계 심판은 처분의 효력을 직접 다투고, 그 청구취지 역시

예를 들어 등록처분의 무효를 구한 것임에도 처분청(특허청)이 아닌

권리자를 상대로 하고, 이에 대한 불복인 심결취소소송 역시 인용

또는 기각한 심결에 대한 직접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실질을

가졌으면서도, 재결 기관을 상대로 하지 않고 등록처분에 의해 권리

를 설정받은 자, 즉 특허권자 등을 상대로 하여 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75) 처분청을 피고로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무제한설이

일반 행정소송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또한, 일반 행정소송 분야에서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한

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제제·징계처분에서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73)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
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요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
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09 판결 등)

74) 특허법 제159조(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
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75)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법은 기본적으로 산업의 발
전 또는 소비자 보호 등의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지식재산권의 재산권
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 역시 크다. 특허 등의 등록처분이 행정처분에
의해 사인의 재산권을 설정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권리자에게 자
신의 출원에 의해 등록된 권리를 방어할 부담을 넘긴 것이 아닌지 조
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심판청구 인용・ 
기각 사유

변론주의73)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한 등록무효 

사유에 대하여 심리가 이루어짐

(단, 직권심리74)가 의견제출기회 부여를 조건으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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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사실’이 처분사유가 된다. 따라서 처분상대방의 방어권 보장

을 위해서는 법위반사실의 일시․장소 및 행위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76) 즉, 제재․징계처분에 관해서는 처분상대방의

방어권 보장 및 행정절차 중시라는 측면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

일성을 기준으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77) 그러나, 거부처분에서는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을 엄격히 제한할 경우 실질적 권리구제가 되지

않은 채로 거부처분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 실질적 권리 구제 확보, 행정절차의 내실화를 위해 처분사유

의 추가․변경을 폭넓게 허용하자는 견해도 유력하다.78) 무제한설에

서 소송경제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내세우는 것과 같은 취지인

것이다. 한편, 과세처분에서는 총액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므로 과

세단위(과세표준)별 세액계산결과가 처분사유가 되며, 세액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정에 관한 주장은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

로 취급하여 원칙적으로(소송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실기한 방법

이 아닌 한) 무한정 허용된다.79)

이와 같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한 법리는 절대적 원리가

아니라, 각 행정법 분야의 특수성(일반 행정, 조세 등)과 공익과 사

익의 조화를 고려하여 그 허용 여부나 범위 등이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도 무제한설이 이러한 일반 행

정법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76) 이상덕, “귀화거부처분의 처분사유인 ‘품행미단정’과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제한 법리의 관계”, 대법원판례해설 제117호, 법원도서관(2019),
772면

77) 이상덕, 앞의 논문, 773면
78) 박정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행정행위의 전환”, 행정소송의 구조
와 기능(2006), 524 내지 527면 등; 이상덕, 앞의 논문, 772면에서 재인
용

79) 이상덕, 앞의 논문, 7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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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처분의 일반적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에 반하는지

처분 등이 있은 후 그 처분 등의 근거가 된 사실상태나 법률이

바뀌었다면 어느 때를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으로 할지를 놓고 처분

시설과 판결시설(정확히는 변론종결시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통

설․판례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고 하여 처분시설을 택하고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등). 이는 처분이 있은 후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

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처분 당시 존재하

였던 사실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던 자료뿐 아니

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처분의 적

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

결).80) 즉,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과 처분의 위법성 판단 자료

의 범위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 결과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처분의 위법성 일반에 대한 주장,

증명이 제한되진 않지만, 심결 이후 발생한 사실상태로 인해 심결의

위법 여부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이를 혼동한 주장 또는

논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예를 들어, 현재 특허법원이 무제한설을

취하는 이상 심결 이후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심판청구의 적법성

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이에 대하여는 아래 제3장에서 추가

로 살핀다.

(5) 정리

80)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앞의 책, 229면 내지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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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듯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무제한설은

일반 행정소송의 원리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하여 특허법

이 명문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일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법논

리상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법 개정으로 제한설을 택하여 항고소송인 심결취소소송

에서 심결의 위법성 일반에 대한 주장․증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4. 정책적 차원에서 제한설로 변경할 이득이 있는지

가. 특허심판원의 구성 및 지위로 인한 정당성의 문제

종래 특허소송의 심급구조가 1차적으로 특허청에서 심사나 심판

을 하고,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특허청 내에 설치되

어 있는 항고심판소에서 판단을 하여 항고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

는 경우에야 대법원에 상고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대법원은 법률

심이므로 사실심 절차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이 없다는 점에서 법관

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의 소

지가 있었다.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全員裁判部 [特許法제186조제1항등違憲提請] 결정은 “특허법 제186

조 제1항이 이러한 행정심판에 대한 법원의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특허사건의 최종

심 및 법률심으로서 단지 법률적 측면의 심사만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해야 할 특허청의 항고심판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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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고, 위와 같은 차별적 수

단에 의하여 특허분쟁의 당사자가 잃게 되는 권리는 분쟁의 사실적

측면에 관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고, 이는 헌법상 보

장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를 제한하는

차별입법은 본래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특허법원을 개원

함으로써 법관에 의한 사실심 재판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81)

제한설은 기본적으로 특허법원이 심판전치주의의 취지상 특허심

판원의 사실적․법률적 판단에 대한 당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전

제에 있어 보인다. 이에 의하면, 기왕에 법관에 의한 사실심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가 상당히 퇴색하게

된다.82) 또한 한국의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원장부터 특허심판관 모

두 특허청장의 직접적 지휘를 받고 순환직으로 일하는 특허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83) 중립적 심판자의 지위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

에서, 특허심판원 주도의 사실적․법률적 판단만을 강조하기에는 정

당성이 부족해 보인다.84)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

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

록 한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

81) 황한식, 앞의 논문, 37면
82) 박태일, 앞의 논문(각주 55), 533면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83) 특허법 제132조의16 제3항에 의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

령) 참조
84) 설민수, 앞의 논문, 538, 539면에서는 이러한 점을 들어 특허심판원은
미국의 PTAB과는 달리 중립적 심판자에 의한 변론을 기본절차로 하
는 재판의 개념과는 떨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전문적인 규제분야에서
행정기관의 책임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재
결 역시 그 재판과정에서 주장과 증거제출이 제한되지 않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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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결단에 입각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의 결정권자인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

장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절차에서는 통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

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 절차에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

거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는 행정적 전문성과 사법절차적 엄격성을 함께 가져야 하며 그 규

제절차는 당연히 '준사법절차'로서의 내용을 가져야 하고, 특히 과

징금은 당해 기업에게 사활적 이해를 가진 제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할

때, 그 부과절차는 적법절차의 원칙상 적어도 재판절차에 상응하게

조사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어야 하고, 심판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이 보장되어야 하며, 증거조사와 변론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심판관의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만 할 것인데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미흡하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재

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

가25 전원재판부).

물론 당사자는 심판절차에서 제기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과 증거

에 대하여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심판을 청구하고 심결에 대하여

불복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소송경제의 문제로 연결된다.

나. 소송경제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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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하여 대법원과 특허법원 실무가

채택하고 있는 무제한설은 분쟁의 조속한 종국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나 대리인, 즉 국민 일반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는 쟁송제도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 이상에 속하는

소송경제와 일회적 분쟁해결에 부합하는 것이다.85)

이에 대하여는 특허법원이 심리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심리함으

로써 당해 사건의 심리기간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권리구제에 충

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비판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특허법원

의 심리 절차개선이나 정정심판청구의 시기 제한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한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심판청구 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

는 아니다. 무제한설의 심리지연의 문제와 제한설의 소송경제 및 분

쟁의 일회적 해결에 반하는 문제는 국면을 달리하는 것이다.

다. 특허법원의 전문성 제고 및 침해소송에서의 특허 무효사유 판

단과의 균형

일본 최고재판소의 제한설 채택의 가장 큰 배경 중 하나는 특허

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법관이 처음

부터 이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발명에 관한 특허성 판단에

전문적인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법관의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에 비하여 부족해 보일 수는 있다. 법원조직법 제54조의286)는

85) 박태일, 앞의 논문(각주 55), 533, 534면
86) 법원조직법 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
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
166조에 따른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
를 받아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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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두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심리관을 소송의 심리에 참

여하게 하며,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원 개원 이후에는 장기간 특허소송을 전담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법관의 수가 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침해소송 법원에서도 권

리남용의 항변을 통하여 특허침해 판단의 전제로서 특허의 무효사

유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

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심결취소소송에서 제한설을 택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

또한, 법관이 특허심판원에서 이미 제출된 주장․증거에 대하여

법적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면, 심결취소소송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

장․증거에 대하여도 법적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

아 보이고, 이것이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유무와 무관하게 독립

한 중립적 기관인 법관에 의한 재판이 유지되는 핵심이다.

한편, 특허청의 전문성과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

하다. 2020년도 국정감사에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된 ‘최근 5년간 특

허무효심판 현황’에 따르면 특허무효심판 청구 사건 10건 중 4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은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91건의 특허무효심판 중 228건을 인용(무효 결정)해

인용률은 38.7%에 달했고, 일부 인용된 수치까지 포함하면 284건으

로 늘어 인용률은 48.1%로 높아진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특

허심판원이 결정한 총 4392건 중 1064건이 특허법원에서 취소되어

심결 취소율이 24.5%에 달한다. 또한 ‘거절결정불복심판 현황’에 따

④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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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인용률이 32.0%로 3건 중 1건이 인용되고 있

다. ‘최근 5년 특허심판원 디자인 심판 및 무효심결 현황’자료에 의

하면, 무효심판 심결건수에 대비 인용률은 평균 57%로 나타났다.87)

특허소송에서 기술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

이지만, 특허의 유․무효 등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적 평가이

고, 특허 유․무효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문제는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일반에 공

통되는 논의인데, 위와 같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제한설 채택 논

의가 디자인, 상표 분야에서도 같은 비중으로 유효한지는 의문이다.

라. 법적 안정성 측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무제한설과 제한설의 논의는

98년 특허법원 개원 전부터 있어 왔고, 무제한설에 따른 특허법원의

실무에 따라 이미 2000년도에 대법원이 이를 선언함으로써 20년 이

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고, 판례 변경 가능성은 없어 보인

다.

입법을 통해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대하여 국민적 합

의를 얻어야 가능한데, 위와 같은 특허심판원의 지위 및 독립성의

문제,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대한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상

황에서 이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88)

마.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87) 특허와 상표 제985호, “특허청 국정감사 주요 이슈 정리”, 2020. 10. 20.
자 제2, 3면

88) 박태일, 앞의 논문(각주 55), 5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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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의 비교

제한설로의 변경을 주장하는 입장 중에는 ‘새로운 증거의 제출

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미국 법리에 기초하면 우리 특허법이 심결

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증거의 제출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

는 견해89)가 있다.

앞서 본 듯이 PTAB의 최종 등록거절 결정에 대하여는 버지니

아 동부지방법원(EDVA)를 통한 새로운 증거제출을 통한 사실심리

의 기회가 보장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유의 주장은 제한

되며, CAFC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PTAB의 등록무효 심판에 대한

불복에서의 심리에서도 새로운 증거 제출과 새로운 사유의 주장은

제한되는데, 이는 연방항소법원으로서의 특수성 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독립규제행정기관이 자신의 관할 사건

의 사실 및 법적 문제에 대한 기초적 결정권을 갖고, 심문주재관

(hearing officer)를 통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재판과 유

사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가 이를 승

인하거나 새로운 결정으로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오늘날 미국의 재정심판절차

(administrative proceeding)를 형성하게 된다.90)91) 미국 행정절차법

(APA)은 독립성을 강화시킨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를 공식재정심판절차의 사실확정 및 1차적 법적판단을 위한 심

문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수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함께 유일한

89) 양성미·정차호, 앞의 논문, 260, 261면
90) Michael aimow, “Five Models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63
Am. J. Comp. L. 3. 12-3(2015), 설민수, 앞의 논문, 507면에서 재인용

91) 대표적인 예가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연방관세법 제337조 위반 절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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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자로 정하였고, 그 외 절차에서도 재판절차와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절차를 취하게 되었다.92) 또한, 이러한 재정심판에 대한 사법

심사의 범위는 제한되어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은 전문성을 가진 독

립적 행정기관에 맡기고 연방법원은 법률문제나 절차적 보장의 미

진함을 감시하는 체계를 취하는데 이는 권력분립을 중요시하는 미

국 법체계에 기인한다.93)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해오던 취소

소송의 제기 전 행정심판의 필수적 전치주의가 1994. 7. 27. 법률 제

4770호로 폐지되면서 1998. 3. 1.부터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되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1심 관할법원

도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행정법원으로 변경되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

의 전속관할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독립규제행정기관의 자율적 판단이 존중되어 온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무력화하고 법원의 사법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것이

다.94) 또한, 앞서 본 듯이 한국은 항고소송에서 소송물을 ‘처분의 위

법성 일반’으로 보아 이에 대한 주장, 증거제출을 제한하지 않고 있

다.

거기에, 앞서 본 미국 특허행정판사의 독립성이나 임용자들의

경력95) 등과 대비할 때,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관들은 특

92) 설민수, 앞의 논문, 507면
93) 설민수, 앞의 논문, 508면
94) 설민수, 앞의 논문, 510면
95) 특허행정판사는 법학학위를 가진 미국 시민(citizen) 또는 미국 국민

(national)이어야 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활동에 문제가 없
는 자이어야 한다. 법률상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10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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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청 소속의 일반공무원으로 특허청과 순환 보직으로 근무하여 독

립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면, 미국과 같이 특허

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범위를 제한하고 특허심판원의 무

효심판을 특허 무효소송의 중심으로 위치시겠다는 주장은 우리의

현재 법체계와는 맞지 않아 보일 뿐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도 뒷받

침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독립행정기관에 의한 재정심판절차가 갖추어지고, 이에 대한 사

법심사 자제의 원칙이 자리 잡은 미국에서조차 특허행정판사 임명

의 위헌성, 독립행정기관에 의해 재산권인 특허권이 무효로 하는 것

의 위헌성의 문제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점이나, 미국의 경우

AIA로 개정 전 이미 연방법원에 의한 특허무효 심사가 특허 무효소

송의 중심 역할을 하던 중 PTAB의 개설과 함께 특허심판의 역할

강화가 시도되고 있어 그 체계적 정당성의 문제도 남아 있다는 점

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일본과의 비교

앞서 본 듯이 일본 최고재판소가 제한설을 택한 주요 근거는

특허소송의 전문성을 고려한 필요적 전치주의, 재결주의, 심판절차

에서 특정된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일

사부재리 효력이 미치는 점이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특허소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행

정소송의 원칙인 임의적 전치주의의 예외로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

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1심급의 재판을 생

15년 이상의 특허청 심사관(examiner)이나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하여, 20년 내지
30 이상의 특허 출원, 소송 경력을 가지고 있는 특허행정판사가 다수
이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앞의 책, 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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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하고,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법원의 사법심사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논의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특허심판원의 전문

성과 준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보인다.

특허심판원의 전문성에 관하여도 이에 대한 제고의 요청이 있음

은 위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96) 또한, 특허사건의 경우에는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상표나

디자인 사건의 경우에도 필요적 전치주의를 유지하고 1심급을 생략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결주의를 취함으로써 원처분인 특허

등록처분 등의 하자는 간접적으로만 다툴 수 있음을 들고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재결취소의 소에서는 재결고유의 하자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288

판결 등)고 한다. 나아가, 항고소송에서 특별히 당사자의 주장, 증명

이 제한되는 법리는 없으며, 행정청의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논의가 당사자계 심결의 취소소송에 적용되기 어렵고,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의 경우 소송경제, 분쟁의 일회적 해결 등의 측면에서 이

를 관철할 이익도 크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의 범위에

심판절차에서는 심리되지 않았으나 판결에서 심결을 유지하기 위해

96) 설민수, 앞의 논문, 538, 539면에서는 한국의 특허심판원은 그 특허심판
원장부터 특허심판관이 모두 순환직으로 일하는 일반 공무원이서 중립
적 심판자에 의한 변론을 기본절차로 하는 재판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
는 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도 그 재판과정에서 주장, 증거
의 제출이 제한되지 않는 점, 보다 본질적으로는 법원에서 파기된 유
효 특허의 비중이 68.3% 내지 43.5%에 이르며 그 중 새로운 증거에
의한 것이 54.5%에 이를 정도로 재판으로 보기에는 부실한 무효심판
의 내용 등에 비추어 특허청이 제안하는 특허법원 단계에서의 변론제
한은 확실한 문제점을 가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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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된 내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그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동일인에 의한 후심판 청구의

경우는 심판청구권 남용으로, 제3자에 의한 후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봄으로써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현행 특허법상 일

사부재리의 효력이 제3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제3자의 고유의

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개선이 필요하고, 심결취

소소송의 심리범위와 일사부재리 원칙이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

만, 그 취지를 달리하는 조항이어서 이를 제한설의 근거로 드는 것

을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97)

제한설을 취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2005. 4. 1.부터 동경고등재판

소 내에 특별지부의 형태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치하면서 특허

침해소송의 항소심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을 지적재산고등재판소로

집중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사유에 대하여 제한 없이 판단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에 따라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도 이에 맞

추어서 무제한설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98)는 점은 참

고할 만하다.

(3) 독일과의 비교

독일은 우리와 같이 특허 무효소송과 특허 침해소송절차가 구

분되는 이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임

의적 전치주의를 취하였고, 독일연방특허법원에서의 심리범위가 전

97)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서도 심판절차에서 특정된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본으로 일사부재리 효력이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뿐,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규정이 무제한설과 충돌된다
는 식의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8) 대연철야, "심결취소소송の심리범위", 중산신홍·상택영효·대연철야 편,
특허판례백선 제3판(2004), 109면; 박정희,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LAW& TECHNOLOGY 제1권 제2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2005),
149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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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독인은 심판전치주의를 폐기하고 1961년

특허법원을 도입하며 기술판사 제도를 마련하여99)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공계 출신의 기술전문가를 판사로 임용함으로써 기술 사건

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즉,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청

의 역할을 줄이되, 그에 따른 전문성의 문제를 연방특허법원에 기술

판사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이와 같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우리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특허법원으로서도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적절한 사법심사를 위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나, 필요적 전치주의가 반드

시 유지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인다.

5. 제한설에 대한 추가 반박 - 정정심판 청구 시기 제한 논의

가 제한설 입법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가. 논의의 배경

종래 대법원은 정정심결의 확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

8호의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된

때”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허 등록무효 등 소송의 상고

심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특허법원으

로 환송하여 정정 후 청구항에 대하여 다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왔다. 현행 특허법상 정정심판청구의 시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라도 정정심판청구를 하여 상고

심 계속 중에 확정이 되면 정정 전 청구항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은

99) 양성미·정차호, 앞의 논문, 262면; 백태승, “독일연방특허법원의 기능과
기술판사제도”, 민사재판의 제문제 송천이시윤박사화갑기념 상, 민사실
무연구회(1995), 4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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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당부 판단 없이 바로 파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정의 무한 반복 가능

성과 소송 지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정정의 시기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입법론이 있어 왔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정의 시기 제한

과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무제한설을 연결시켜 무제한설

은 정정의 시기 제한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제한설과 정정 시기 제

한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00) 현행 심리범위 무제

한설로 인하여 특허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가 자유롭게 제출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의

청구도 자유롭게 허용되며,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면 특허의 정정도 허용되는 것이 당연하여 심리범위 무제한

설은 정정심판 청구시기 무제한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나.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

와 위 논의에 대한 검토

일본의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전에 특허권이 무효로 인정되

는 경우 무효심결을 예고하고 특허권자는 방어수단으로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무효심결예고제’를 두고 있고, 이는 제한설로 인해 동

경지재고재 단계에서 특허심판원에서 제출된 증거 내에서만 무효사

유를 판단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101) 무효심판청구인의 무효주

장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정정의 순기능과 이를 적절히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와 정정의 시기 제한이

무관한 논의는 아니다.

그런데, 정정심판 청구시기 제한 논의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정정

100) 양성미·정차호, 앞의 논문, 274면
101) 배진효,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과 남

은 과제”, 특허와 상표 제975호, 2020. 5. 5.자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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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시기를 제한하는 입법을 하더라도 그 시기를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제한할 경우에는 무제한설에 따른 특허권자의 정정의 기

회 박탈이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102)

또한, 대법원은 2020. 1. 22.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로 “심결

과의 관계에서 원처분으로 볼 수 있는 특허결정은 심결취소소송에

서 심리·판단해야 할 대상일 뿐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어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등에

따라 특허결정,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더라도(특허법 제

136조 제10항),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볼 것

은 아니”라고 하여 종전에 정정심결의 확정을 재심사유로 보아 파기

환송하던 판결들을 모두 폐기하였다.

이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103) 위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등록무효 사건의 상고심에서는 정정심결 확

정 여부와 무관하게 정정 전 청구항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의 위법

성을 판단하고, 다만 파기환송할 경우 환송 후 특허법원에서는 정정

후 청구항을 기준으로 등록무효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등록무

효 심결이 있었고,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이를 유지하여 상

고심 계속 중 정정인용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여전히

정정 전 청구항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므로, 등록무

효 심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생기는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

견의 보충의견에서는 “종래 판례가 특허권자에게 정정의 기회를 최

102) 박태일, 앞의 논문(각주 55), 549면
103)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이 지적하고 있듯이, 정정심결의 확정
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정심결의 확정은 소급효
가 있다는 점에서 정정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고심에서 정정 전 청
구항에 대하여 판단할 이익이 있다고 한 것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또한, 법률상 그 신청 시
기가 제한되지 않는 정정심판 청구를 해석론을 통해 사실상 무용하게
만들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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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장함으로써 특허권자의 보호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중략)……따라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소송

진행 중 특허권자에게 정정의 기회를 적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소송

절차에서 적합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허권

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정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정정 후 명세서

등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정정사

유의 구체적 내용, 정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과거 정정내역, 정정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여부, 정정심판을 청구한 주된 목적이 소송을 지연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을 종결할지 여부를 합리적으

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고 하여 특허법원의 소

송지휘권 행사를 통한 운용의 묘를 발휘하여, 정정심판 청구를 통한

특허권자의 방어 기회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경우를 막고자 하는 뜻

을 밝히고 있다. 즉,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고심에서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청구항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을 판단함으로

써 정정의 무한반복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다만 이로 인한 특허권

자의 정정심판 청구에 이익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은 막기 위해

사실심 법원의 적절한 소송지휘, 정정의 기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정심판 청구시기에 대한 제한 입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실심 단계를 지나 이루어지는 정정의 특허무효 소송에 대

한 영향을 줄임으로써 정정심판 청구시기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

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

결에 의하면, 정정파기로 인한 재심리로 인한 문제점을 제한설의 논

거로 삼던 것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의 정정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한

특허권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제한설을 취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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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6. 소결

이상에서 본 듯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무제한설은

일반 행정소송의 원리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반 원리에 충실

한 것으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하여 특허법이 명문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일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법논리상 타당해

보인다.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규정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범위에 대한 논의와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일 뿐 아니

라 대세효로 인한 문제점 등을 안고 있는 규정이어서 이를 들어 입

법자가 제한설을 택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정심판 청구의 시기가 제한되지 않음으로 인한 정정심판 청구

의 무한 반복 우려 등은 그 시기를 적절히 제한하는 입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뿐, 무제한설로 인한 문제였다고 볼 수 없

다. 대법원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로 위와 같은 주장은

근거를 상실하였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정정시기를 제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제한설을 도입하려

는 시도104)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본 듯이 제한설로의 개정

입법은 소송경제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 법적안정성 측면에서도 바

람직하지 않고, 특허사건에 대한 심판관들의 전문지식에 대한 상대

적 우위만으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미 침해소송에서는 제1심

단계부터 권리남용 항변이나 권리범위 부인 여부 판단의 전제로서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침해

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되었다.

104) 대표적으로 정차호, “특허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의 제

한”, 한국특허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2019 추계 공개세미나 ‘특허정정제도 주요 쟁점’ 발표문(201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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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으로서는 무제한설에 따른 심리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

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경

청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는 심리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해결할 문제

는 아니다.

제3장 무제한설과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에 따른 주장․증명의 제한

제1절 문제제기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한 무제한설은 판례와 실무에서

확립되었고, 인용․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건 각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건 관철되고 있다.

그런데 제2장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심결의 위법사유에 대

하여 심결취소소송에서 제한 없이 주장, 증명할 수 있는 것과 별개

로 심결취소소송의 구조 및 법적 성질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증명

및 법원의 심리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체로는 이러한 상황들이 잘 구분되어 판단되는 것 같지만, 경

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특수한 경우에는 제한설을 취한다고 오해를

한다거나, 실무에서도 위 두 국면을 혼동하여 불필요한 논의를 진행

하는 경우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2절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에 따른 주장·증명

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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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하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

하고 이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이다.

특허법원이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것처럼 특허심판

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는 점에서 심결취소소송은 항소심 재판과 유

사하나, 심결취소소송은 심결 취소의 전·후를 불문하고 속심의 성격

을 갖지 않으며, 특허법원이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등록결정을 직

접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상의 항소심 재판과는 구조적으로나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105)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의 적법 요건 미비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경우 특허법원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은 ➀ 각하 심결을 유지

(=원고 청구 기각)하거나, ➁ 각하 심결을 취소(=원고 청구 인용)하

는 것 두 가지 뿐이다. 예를 들면, 종전 확정심결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는 진보성 부정이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신규성

부정의 무효사유가 추가되었음에도 심결이 이를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보아 각하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은 각하 심

결이 위법하다고 보아 각하 심결을 취소할 수 있을 뿐,106)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즉 심판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

하지 않는다. 각하 심결 취소 소송에서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주장 및 이에 대한 증거에 대하여는 이를 판단할 수 없고, 이를 판

단하여 심판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이러한 결과는 심결은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항

고소송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105)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앞의 책, 14 내지 16면
106) 예를 들면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700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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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청구의 적법성과 심결취소소송의 적법성의 구별 및

판단 기준 시점

가. 심판청구의 적법성과 심결취소소송의 적법성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판과 소송법상 심급

적 연계가 없고, 심판의 이익과 소의 이익은 그 판단 시점도 아래에

서 보듯이 심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심결 시, 소의 이익의 경우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다를 뿐 아니라 그 이익을 흠결하게 하는 사

유도 다를 수 있으므로, 심판단계에서의 심판의 이익과 심결취소소

송에서의 소의 이익은 구분된다. 따라서, 어떤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 언제인지, 그 사유가 심판의 이익 또는 소의 이익 중의 하나만을

흠결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모두 흠결시키는 것인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107)

양자를 모두 흠결시키는 예로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시 심판청

구의 이익을 들 수 있다.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특허권

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특허법 제133조),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그 정정을 구할 이익도 없게 된다. 정정심판청구가 기각되고 난 후,

위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던 중 무효심결이 확

정되면 심결취소의 소 역시 부적법해진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후2294 판결 등). 또한,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

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판결 등 참조).

107)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앞의 책,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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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심판의 적법요건 판단 기준시점

원칙적으로 심결 시를 기준으로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을 판단한

다. 심판청구 시에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보정이 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심판청구 시에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이 갖추어졌더라도 심결 시에 흠결되었다면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심결 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적법요건 판단 기준 시점을 일반적으

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는 것과 취지를 같이 한다.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어지면 된

다.108) 아래에서 적법요건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1) 청구인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특허법은 특허무효심판(특허법 133),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특허법 134),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135), 정정무효심판

(특허법 137)의 청구인적격으로서 이해관계인109)임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이다. 이해관계 존부의 판단시점은 심결

시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등).110) 따라서 심

108)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앞의 책, 229면. 다만, 소의 이익의 판단기
준시점에 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는 견해와 상고심 심리종
결시로 보는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판례는 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
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995 판결 등 다수). 같은 책, 109면

109)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를 의미하며, 당해 특허권
등 권리의 존부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받거나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함. 예를 들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1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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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청구 당시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심결 시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되며, 심판청구 시에는 이해관계가

성립되었던 심판청구도 그 심결 시에 이해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된다. 한편, 심결 이후에 이해관계를 상

실하더라도 심결이 위법하게 되거나 당연히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없어진다고 할 수 없다.111)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 판결 등).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

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

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확인

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확

인대상발명의 보정이 가능하므로, 그 특정 여부 판단 기준시점은 심

결 시이다.112)

110) 위 판결은 원심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111)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앞의 책, 57, 58면
112) 한편,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은 특허심판절차에서만 보정할 수 있을 뿐 원심에서는 보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자판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판결들이 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판결,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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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된 특허발명의 심판대상

적격성

대법원은 권리 상호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하여 ‘적극적

심판의 불허, 소극적 심판의 허용’ 원칙을 확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

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

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나, 후등록 특허권자가 선등록 특허권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등록 특허권자

스스로가 자신의 등록된 권리의 효력이 부인되는 위험을 감수하면

서 타인의 등록된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

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후

2766 판결 등).113) 이 역시 심결 시를 기준으로 후등록권리에 대한

결 등)
113)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는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에 관한 특
허권에 기초한 실시라는 주장은 그 실시를 적법한 것으로 하는 정당한
권원의 주장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① 적극
과 소극을 다르게 취급하는 논거가 타당하지 않고, ②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서 이용관계 유무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③ 권리범위확인심
판과 침해소송에서 그 취급을 달리할 이유가 없는 등 여러 가지 면에
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실제 소송실무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구체적 내용은 김동준, “후출원 특허발명을
확인대상으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특별법연구 13권, 사법발전재단
(2016) 참조.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면이 있으나,
대법원은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침해소송에서는 그 특허발명
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
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여 침해소송과 권
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하여 이미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
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고려한 정책적 결단에 기한 것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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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420 판결, 2002. 4. 12. 선고 99후2211 판결).114)

따라서 심결이 있기 전, 즉 심판 계속 중에 확인대상발명이 등록

된 경우에는 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되지

만, 심결이 있은 후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확인대상발

명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심판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지 않는

다.

(4) 일사부재리(특허법 제163조)

일사부재리 역시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이다. 그런데, 앞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대법원은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

결에서 ‘일사부재리 판단의 기준 시점’을 종래 심결 시라고 하던 것

을 심판청구 시로 변경하였다. 일사부재리가 ‘제3자에 대한 대세효’

를 갖는 것과 관련하여 심판청구 시 선행 심결이 확정된 바 없다면

후행 심판청구인의 고유의 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을 막고자 하

는 취지에서 심판청구 적법요건의 일반적 판단 기준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심결 시에서 그 예외로서 심판청구 시로 변경한 것이다.

그런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에 해당하려면 ➀ ‘선행 심결의

확정’ 과 ➁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두 가지

할 수 있어 보인다. 같은 취지로 구민승, “이용관계 해당 여부 및 권리
대 권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허부”, “대법원 판례해설 제108호
(2016년 상), 법원도서관 참조

114) 다만, 위 판결들은 아래에서 검토하듯, 심판청구 적법요건의 판단 기
준시점의 측면이 아니라 심결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의 측면에서 ‘심
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한 대법
원 판례해설 내용에 의하면, ‘후출원권리가 심판대상 적격이 없음은 심
판청구의 적법요건일 뿐 소송요건이 아니어서 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수완, “심결의 위법성 판단의 기
준시”, 대법원판례해설 41호(2002), 5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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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필요한데, 위 판결의 법리만 보아서는 두 번째 요건의 경우

에도 심판청구 시로 그 판단기준 시점이 변경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에서는 “심판청구

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의 이

유를 보정하는 것은 허용된다(특허법 제14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

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행 심결의 확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특

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대세효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기준 시점을

심결 시에서 심판청구 시로 변경한 것이다”고 하여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8후11360

판결에 대하여는 제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본다).

(5) 중복심판

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154조 제8항은 민

사소송법 제259조(중복제소)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어 중복제소에 준

하여 중복심판의 청구를 금지하고 있고, 이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이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은 “후심판의 심결 시

를 기준으로 전심판의 심판계속 여부에 따라 후심판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115) 그 판단기준시점이 심결 시임을 명확히

115) 이 사건이 문제된 것은 특허심판원이 ‘후심판의 심판청구 시를 기준
으로 중복심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
기 때문이다. 동일한 당사자에 의한 등록무효 전 심판의 계속 중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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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다. 소결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은 심결취소소송의 적법요건과는 구분된다.

위에서 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들은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는

무관하고, 그 판단기준시점이 원칙적으로는 심결 시여서 심결 시를

기준으로 흠결되었던 것이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보완되어 심판청

구가 다시 적법해진다거나, 심결 시를 기준으로 적법하였다가 심결

이후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흠결된다고 하여 심판청구가 다시 부적

법해지지 않는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을 보

정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것이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결

이후 확인대상발명․상표․디자인이 등록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해지지 않는 것은 심결과 심결취소소송이 행정처분과 항고소

송이라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한 내용의 후 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후 심판의 심결 시에는 전 심판이
확정되어 중복상태가 해소되어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후 심
판의 심판청구 시를 기준으로는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일사부재리 원칙도 적용되지 않게 되어 두 개의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
하여 모두 판단받을 수 있게 되자, 심사관은 이러한 결과가 부당하다
는 판단 하에 심판청구 시를 기준으로 중복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특허법원(특허법원 2016. 9. 30. 선고 2016허4405 판결)
은 중복심판청구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후심판의 심결 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심결을 취소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
하였다.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에서 선행 심결의 확정 여부를 판
단하는 기준 시점이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심판청구 시
로 변경된 결과, 동일한 당사자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 두 개가 모두
적법해지는 결과가 되었지만, 이러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이유
만으로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시점까지 심판청
구 적법요건의 일반적 판단시점인 심결 시와 달리 볼 수는 없음을 명
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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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소송경제 등의 이유를 들어 확인대상표

장을 바꾸어 판단하는 경우를 드물게 볼 수 있는데,116) 이는 절차적

으로 위법하다.

또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결 이후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해지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후

권리의 등록 시점이 심판단계인지 취소소송단계인지 여부에 따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적부가 다르게 되는데 이러한 입

장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서 심판청구인인 특허권자가 확인을 구하는 것은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어떤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인데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시점에 따라 권리범위 속부 판단을 받을 수 있

는지 여부가 다르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하는 견해117)가 있다. 이 견

해는 기본적으로 침해소송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후출원

등록권리의 실시 또는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논지에서 적극

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소의 이익에 관한 기존 판례를 비판하며 위

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에서 확인대상발명 등이 등록된 경우 소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판

례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으로서는 의미가 있다.118) 하지만, 위 판례를

116) 예를 들어 특허법원 2019. 10. 24. 선고 2019허2066 판결에서는 확인
대상표장의 특정 여부가 다투어지지 확인대상표장은 특정되었다고 하
면서도, ‘상표권의 객관적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
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한 권리범
위확인심판제도의 기능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가적
특징이 반영된 실사용 표장을 대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
할 것으로 보이고, 양 표장은 동일성 범위 내에 있으며, 피고 역시 실
사용 표장을 확인대상표장으로 하여 판단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을 심판절차에서와 달리 특정하여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심판절차에서 특정된 확인대상표장과 심결취소소송 절차
에서 특정된 확인대상표장이 동일성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서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117) 김동준, 앞의 논문, 451, 452면
118)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김동준, 앞의 논문; 구민승, 앞의 논문 등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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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하여서는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은 심판청구를 부적법하게 만

드는 사유일 뿐이고, 심결취소소송의 적법요건과는 무관하며 심결취

소소송에서는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심결 이후 확인대

상발명이 등록되더라도 이미 부적법하게 된 심결이 소급하여 적법

해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심결과 심결취소소송의 관계에서 비롯되

는 당연한 결과이다.

대법원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 등이 등록

된 경우 소의 이익을 부정하면서도, ‘심결 후에 등록된 경우에는 예

외 법리를 만들어 왔다’”고 하는 견해119)도 있는데, 이 견해 역시 위

에서 살펴본 주장과 같이 심결과 심결취소소송이 행정처분과 항고

소송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확인대상발명의 등

록 시점에 따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적부가 달라지는

것은 이러한 논리에 따른 것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거나 무제한설의 확장을 경계하기 위한 법리가 아닌 것이다.

3. 심결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가. 심결의 위법성 판단

위에서 본 듯이 특허심판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판단하고, 이것이 심결취소소

송의 적법요건과 중복되지 않는 한 심결취소소송의 적법성에는 영

향이 없다.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시(일사부재리의

요건 중 선행 심결 확정의 경우에는 심판청구 시)를 기준으로 한 적

법요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지 않은지를 판단한다.

고
119) 구민승, 앞의 논문, 3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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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통설과 판례는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법원이 행정처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판결의 지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다. 이는 처

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

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

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

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등).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은 “항고소송에서 행정

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

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

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처

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

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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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결취소소송에서 위법 판단의 기준 시점

위와 같은 처분시설에 따라 심결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도 심

결 시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99후2211 판결). 앞서 대법원 판

결이 후등록 특허가 심판청구인의 선등록 특허를 이용하는 관계에

있지 않는 한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

런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심판의 적법요건과 소송의 적법요건

의 구별 및 그 판단기준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뿐 아니라, 심결의 위

법성 판단 기준시점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위 판결의 원심

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단계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미등록이

었다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있은 후 심결취소

소송 계속 중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등록 되자, 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실체 판단에 나아가 심판 청구를 인용한 심결은 위법하다

고 이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심결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은 심결 시이므로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 사

실을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며, 원심은 심결

취소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

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

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

고,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데(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

84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심결 시 이후에 발생한 확인대

상발명의 특허등록사실을 고려하여 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한 것이다.

심결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이 심결 시라는 의미는 심결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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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고 심결 후의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위 사

안에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등록 사실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데,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판단 기준 시점인

심결 시를 기준으로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되지 않아 적법하였던 이

상,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판단 기준시점인 심결 시 이후

발생한 사실상태인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다고 이해할 수 있다. 위 판례 사안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확인대

상발명이 심결 시 이후에 특허된 사실을 왜 고려할 수 없는지에 대

하여 그것이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시적

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으나 주의를 요한다”120)는 해설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제3절 무제한설과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에 따른 주장·증명 제한의 혼동

1.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가. 판시사항121)

120) 이수완, 앞의 논문, 530면
121) 갑 주식회사가 을 등을 상대로 명칭이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인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
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 A 주식회사가 을 등을 상대로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받고 확정
된 것과 관련하여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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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 대법원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

는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종래의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동일특허에 대

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복수의 심판청구가 각각 있은 경

우에 어느 심판의 심결(이를 ‘제1차 심결’이라고 한다)에 대한 심결취

소소송이 계속하는 동안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다면, 법원

이 당해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제1차 심

결을 취소하더라도 특허심판원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법 제

18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심결을 하는 때에는 일사부재

리의 원칙에 의하여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관련 확정 심결의 등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이 자

신의 고유한 이익을 위하여 진행하던 절차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

려가 있고, 그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한 법원 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구 특허법 제163조

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어서 확정 등록된 심결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 이외의 사람

이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동일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

로, 함부로 그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와 같이 국민의 재판청

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구 특허법 제163

조는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규정의 문

언에 따르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후에는 앞선 심판청구와 동

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기초하여 새로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

지 않는다고 해석될 뿐이다. 그러함에도 이를 넘어서 심판청구를 제

기하던 당시에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심판청구에 관한 심결을 할 때에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

우에까지 그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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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사안

➀ 원고(심판청구인)는 이 사건 발명의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

록무효 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고 한다)하여 진보성

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이하 ‘1차 

심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특허법원(환송 전 원심)에 심결취소소

송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상고하였고, 대법원(환송판결)에서 진

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어, 환송 후 원심에 이르렀

다.  

➁ 사건 외 A는 원고의 등록무효 심판 청구 이후에 1차 심결과 동

일한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원고의 위 1차 심결 후 환

송 후 원심 판결 전에 그 기각 심결(=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받아 확정(이하 ‘이 사건 외 확정심결’이라고 한다)되었다.

➂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특허권자)은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A의 확정된 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여서 일

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는데, 환송 후 원심은 다음과 

같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파기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1차 심결을 취소하였다. 

  ㉠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결 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1차 심결 

적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심판청구 후에 비로소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

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

칙에 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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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선행심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에서 제출된 갑 제

20호증과 갑 제23호증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해당하

지 않는다(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

다). 

➃ 피고(특허권자)의 상고에 의한 재상고심(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사건 심판청구와 이 사건 외 확정심결의 대상이 된 A의 

심판청구는 구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이 부분에 관한 환송 전 원심 판단은 잘못

되었다). 

  ㉡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는 심판청구 시를 기준으

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외 확정심결이 이 사건 심판청구 당

시 확정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 특허

법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

다.

다. 검토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사부재리 규정의

대세효로 인하여 제3자 고유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과도하게 제한되

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판단기준 시점을 심판청구 시로 변경한 점

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위 전합판결은 이 사건에서 판단기준시점을 심판청구 시

로 변경하지 않으면 원고의 심판청구가 각하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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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안을 들여다보면 실

제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원고의 심판청구에 의한 1차 심결 후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A

의 심판청구에 의한 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심결 시설을 택하더라

도 이 단계에서는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환

송 전 원심도 이러한 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심

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가정적으로만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는 동일증거가 아니라는 판단을 덧붙

였을 뿐이다. 1차 심결 취소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 특허심

판원은 재심결을 하여야 하는데(특허법 제189조 제2항122)), 이는 법

률에 의한 재심판 절차일 뿐 심판청구인에 의한 새로운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재심판 심결 시를 기준으로 A의 심판청구에 의한 동일사

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일사부

재리 원칙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전합판결에 대한 판례해설123)을 보면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일특허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복

수의 심판청구가 각각 있은 경우에 어느 심판의 심결에 대한 심결

취소송이 계속하는 동안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다면, 법원

이 당해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제1차

심결을 취소하더라도 특허심판원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법

제18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재심결을 하는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122)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
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
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123) 김종석,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 기준 시점”,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 판례 평석, 사법발전재단(2015), 517, 5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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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의하여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잘못된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는 ‘A에 의한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

에 의한 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되

어야 하므로 심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환송 전 원심

은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 기준 시점은 심결 시이므로 심결 당시

A에 의한 심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

용된다고 보더라도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가정적

판단을 덧붙였을 뿐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이라는 점에서 앞서 검토한 듯이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새롭게 발

생한 사정에 의하여 그 적법성이 소급하여 변경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환송 전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그런데 위 전합판결은 “원고의 심판청구와 A의 심판청구는 이

사건 제1항 등 발명에 대한 진보성이 갑 제7호증 및 제8호증에 의

하여 부정된다는 심판을 구하는 것인 점에서 위 발명들에 관한 부

분은 구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

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제1항 등 발명은 위 환송판결이 판단한

바대로 기존의 증거에 의하여서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갑 제20호증과 갑 제23호증은 A에 의한 확

정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다만 A에 의한

확정심결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인 2003. 12. 2.에는 등록되어 있

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

다”고 하였다. 즉, 원고의 심판청구에 의한 심결 후 심결취소소송 중

에 A에 의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원고의 심판청구가 소급하여

부적법해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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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지를 판단하고, 다만, 변경된 판례에 의해 심판청구 시를 기

준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 전합판결은 일사부재리 원칙의 대세효로 인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이유 중 위와

같은 논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심

결 시를 기준으로 적법하였던 심판청구가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하여 부적법해지지 않는다는 점, 즉 심결

과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처분과 항고소송의 관계인 점, 심결의 위법

성 판단 기준 시점이 심결 시인 점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가 있어 보인다.

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에 대한 검토

가. 사건의 개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선행 확정 심결 및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 주장할 경우, 각하 심결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가 문제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한 등록무효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으나, 제3자에 의한 선행 확정 심결(진보성 부정되지

않음)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청구여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 각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을 제기하여 신규성 부정, 기재불비 등의 새로운 무효 사유를 주장

하며 ‘무제한설에 따라 원고의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되었으므로, 각

하심결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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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을 유지하였다.

➀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

면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

시이므로 선행 확정 심결 및 이 사건 심판 절차에서는 주장되지 않

았으나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무효사유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

➁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새로운 무효사유(신규성 부정, 기재불

비)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해 보더라도, 이러한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시사항

 가.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

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을 정하

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심판청구는 누가 청구한 것이든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것은 허용된다(특허법 제14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

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사부

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행 심결의 확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특허



- 76 -

다. 검토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 시까지 제출되지 않은 주장과 증거의 제

출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제한설과 무제한설의 논의(심결취소소송

의 심리범위)와 심결과 심결취소소송이 속심이 아닌 행정처분과 항

고소송의 관계라는 점 비롯되는 심판청구 적법요건의 판단 시기, 심

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기로 인한 주장 및 판

단 내용의 제한, 각하 심결취소소송에서 각하 심결의 당부 판단만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한 주장 및 판단 범위의 제한이 별개의 논의임은

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대세효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기준 시점을 심결 

시에서 심판청구 시로 변경한 것이다.

  나.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행정절차로서 심결은 행정처

분에 해당한다.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이므로, 당

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 취소소송 단

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 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다고 해서 심급의 이익을 해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

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다. 위에서 보았듯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등록무효 심

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심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 

사실과 동일 증거를 제출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심판청구인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

서 이러한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의 주장을 이유로 각하 심결을 취소

할 수 없고,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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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이 타당한 이상,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선

행 심결에서 주장된 것과 다른 무효사유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심

결 시 적법하였던 심판청구가 소급하여 부적법해지지 않고, 심판청

구를 적법하게 하는 사유(새로운 무효사유 주장) 자체가 심결 이후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무제한설의

논의와 심판청구의 적법성 판단 기준 시점 또는 심결의 적법성 판

단 기준 시점을 혼동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각하 심결을 유

지한 특허법원의 결론은 옳다.

대법원도 무제한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만, 일사부재리 원

칙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이고, 그 요건 중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시점은 심결 시이며, 심결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역시 심결 시라는 점에서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롭게 무효사유를 주장하며 심결 시를 기준으로 부적법했던 심판

청구가 적법해졌으니 각하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법원의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이다. 특허법

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롭게 주장된 무효사유를 고려하지 못하는

이유로,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

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

구 시”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리 부분

만 보면 위와 같이 오해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사

부재리의 두 가지 요건인 ➀ 선행 심결의 확정, ➁ 동일사실 및 동

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 중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서만 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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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을 변경한 것이고, 나머지 두 번째 요건에 관하여는 심판

청구 적법요건의 원칙적 판단 기준 시점인 심결 시로 봄이 타당하

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를 명

확히 밝혀주었다.

두 번째는 예비적 판단 부분이다. 각하 심결의 취소소송에서는

각하 심결의 당부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 등록무효심판청구의 당부

를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인용․기각(행정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법원이 예비적으로 신규성 부정 또는 기재불비 사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 원고 역시 특허법원에

서 각하 심결의 취소만을 구하였을 뿐, 새로운 무효 사유에 관한 법

원의 판단을 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특허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진보성 부

정을 이유로 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한 심결에 대

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신규성 부정 또는 기재불비라는 심판절

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무효 사유를 주장할 경우 무제한설에 따라

이에 대하여 판단하여 심결의 당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

은, 기각 또는 인용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가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기각 또는 인용한 심결의 당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선행 확정 심결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는 진보성

부정이었고, 당해 심판청구에서는 신규성 부정의 무효사유가 추가되

었음에도, 특허심판원이 이를 간과하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보아 각하한 경우, 특허법원은 각하 심결이 위법하다고 보아 각하

심결을 취소할 뿐, 신규성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데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7005 판결 등), 이는 각하 심결의

심판범위가 각하 심결의 당부 판단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이와 같은 원심의 잘못 역시 지적하고 있다.

위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계 사건의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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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범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는 무제한설을 재

확인하면서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경

우에는 제한설을 취하였다’고 이해하는 견해124)가 있다. 이는 이 사

건의 원고와 같이 이 사건을 이해한 것이다. 판시 중 기존의 무제한

설의 법리 확인 후 “위에서 보았듯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

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심결 시

를 기준으로 동일 사실과 동일 증거를 제출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심판청구인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의 설명이 좀 부족하여 위와 같은 오해

를 샀을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위 판결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이 문제되는 경우나 또는 각하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제한설

로 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하 심결취소소송에서도 무제한설은

관철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동일사실 및 등일증거에 의한 청구라는

심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원고는 특허법원에서는 이러한 판

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해서는 심결 시까지

주장, 증명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심결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제

한 없이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위 판결이 ‘무제한설이 각하 심결

취소소송에서도 관철되나 이 사건의 경우 심결은 행정처분이고, 그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등과의 관계에서 심판청구의 적법 요건이

심결취소소송에서 소급적으로 치유되지 않음’을 좀 더 명시적으로

밝혀주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이를 제한설을 택한 판결로 오해할

것은 아니다.

3. 무제한설과 일사부재리 원칙의 중요증거설 적용에서의 혼동

124) 이회기,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취소
소송의 심리범위 등”, 한국특허법학회 제89차 정기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특허법학휘,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2020. 8. 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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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사부재리에서 ‘동일 증거’의 의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동일증거의 범위를 넓게 보면 일사

부재리의 적용범위가 넓어져 동일한 후속 심판의 허용가능성이 낮

아지나, 좁게 보면 일사부재리의 적용범위가 넓어져 동일한 후속 심

판의 허용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일 증거’의 의미에 관하여 여러 학설이 대립되고 있는데, 그

중 주요한 학설은 다음과 같다. 중요증거설은 동일 증거의 의미를

‘선행 확정 심결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증거가 아닌 것’으

로 보는 견해로, 증거의 가치를 중시하여 동일 증거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다. 이에 의하면 새로운 심판청구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를 부

가하거나 전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전의 확정 심결을 뒤집

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증거로 보나, 전의 확정 심결과 결론을 달

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 증거가 아니라고 보게 된다. 증거동일설

은 중요증거설보다 동일증거를 좁게 해석하여 동일증거는 ‘동일성이

있는 증거, 즉, 증거의 표시 자체가 다르더라도 내용이 사실상 동일

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한다. 형식증거설

은 이보다 더 좁게 해석하여 동일증거란 문자 그대로 동일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형식상 완전히 동일한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다. 쟁점증거설은 선행 확정 심결에서 이미 인정받은 쟁점

에 관한 증거는 새로운 증거라도 동일증거에 해당하여 재심판은 허

용되지 않으나, 앞의 심판에서 배척된 쟁점을 인정할 수 있는 성질

의 증거라면, 그 증거가치의 경중을 묻지 않고 동일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재심판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다.125)

대법원은 “'동일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125) 김신, 앞의 논문, 160, 1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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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

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

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

후42 판결 등) 중요증거설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나. 무제한설과의 혼동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이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된다.

대법원이 일사부재리 원칙의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

청구일 것’ 중 ‘동일증거’의 의미에 관하여 중요증거설을 택함으로써,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동일증거’인지 판단의 전제로서 선행 확정 심

결에서 제출된 증거와 실질적, 형식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새롭

게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의 결론을 뒤집을 정도의 증거가

치를 가지는지, 결국 선행 확정 심결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특허 등록무효의 선행 확정 심결

에서 선행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

었는데, 후속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하여 선행발명 3, 4에 의해 진보

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 선행발명 3, 4가 선행발명 1, 2와 형식적,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에도 선행발명 3,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

되는지를 판단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되면 동일증거가 아니

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음을 전제로 진보성이 부정되므

로 등록무효라는 심결을 하게 된다. 반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다고 판단되면 동일증거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심

판청구로 각하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각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선행발명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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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를 추가로 제출하여 선행발명 A, B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 이러한 주장은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이기 때문에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동일 증

거’가 아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이미 심결 시를 기준으로

부적법 각하된 심판청구가 적법해지지 않는다. 또한 각하 심결취소

소송의 심리 범위는 각하 심결의 당부에 한정되므로, 심결에서 선행

발명 3,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 일사부재리에 반한다고

한 판단의 당부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무제한설과는 다른 차

원에서 새로운 증거에 의한 적법성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

이다.

그럼에도, 특허법원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중요증거설을 적용하

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에 의한 진보성 부정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

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126) 만약 위의 사안에서 심결취소소송에

서 새롭게 제출된 선행발명 A, B가 심결에서 판단한 선행발명 3, 4

를 추가, 보충하여 증거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선행발명 3, 4

와 종합하여 각하 심결의 당부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각하 심결의 당부, 즉 ‘동일증거’라는 판단의 당부가 문제되는 각하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등록무효 사유인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절

차적으로 맞지도 않다(만약 선행발명 A, B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

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각하 심결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판단은 무용하다). 제2항에서 본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원심의 예비적 판단에서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

이다.

이러한 혼동은 일부는 앞서의 판결들에서 본 것과 같은 심결과

심결취소소송의 관계에 대한 간과, 일부는 중요증거설의 문제점에

126) 예를 들어,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9허1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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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하는 것 같다. 중요증거설을 택한 결과 진보성 부정이라는 실체

판단이 오히려 심판청구의 적법성 판단의 전제가 되고, 이에 따라

무제한설에 의해 각하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도 새로운 증거에 의

한 진보성 부정 주장이 허용되는 것과 같이 혼동하는 결과가 발생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은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 일사부재리의 선행 심결 확정 시기를 심판청구 시로 변경하여

일사부재리의 대세효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려 노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중요증거설을 택하여 동일증거의 범

위를 넓게 봄으로써 제3자의 심판청구 가능성을 낮추는 모순된 태

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중요증거설은 위와 같은 혼동의 원인이

된다. 실무에서 이러한 혼동을 주의해야겠지만, 일사부재리의 대세

효와 중요증거설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127)

4. 기타 사례들

가. 공동심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특허법 제139조 제1항은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무효심판, 권

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전원

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공동

심판에 의하여 이루어진 1개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고유필

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데는 이론이 없고, 따라서 공동심판인 중

1인에 의한 소 제기나 1인에 대한 소 제기가 허용된다.128)

127) 중요증거설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는, 김신, 앞의 논문; 김신, “확정 심
결의 일사부재리에서 ‘동일증거’의 의미”, 특허판례연구, 박영사(2017);
정상조, 박성수 공편, 앞의 책, 639, 640면; 권택수, ‘일사부재리의 원
칙’, 특허소송연구 1집, 특허법원(1999), 162면 등 참고

128) 정상조․박성수 공편, 앞의 책, 511, 5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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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동심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

로 볼 것인지, 통상공동소송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데, 그 이

유에 대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공동심판인에 대한 관

계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계속 중인 심결취소의 소가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또는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공동심판

인에 대한 관계에서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계속 중인 심결취소의 소

가 ‘심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사실과 동일증거에 의해 다시 심판청구

를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결론이 달라지

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경우129)가 있다.

무효심결의 확정이 심판의 이익 및 심결취소소송의 이익을 모두

흠결시키는 사정이라는 점에서 공동심판인 중 1인에 대하여 무효심

결이 확정될 경우 나머지 심판청구인의 심결취소소송의 이익이 소

멸되는지에 관한 논의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심결취소의 소를 제

기하지 않은 공동심판인에 대한 관계에서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계

속 중인 심결취소의 소가 ‘심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사실과 동일증거

에 의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이 역시 심결과 심결취소소송의 관계를 간과

한 논의로 보인다.

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심결 후 등록된

경우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심결 후 등록된

경우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해지지 않는 것은, 심결과 심결취소소송의

관계, 심결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으로부터 당연히 비롯된 결과이

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용범위를 정책적 차원에서 조정하

129)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앞의 책,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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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무제한설의 확장을 경계하고자 한 것이 아님은 앞서 제2절 제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제4장 마치며

이상에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로 무제한설을 유지하는 것의

타당성과 무제한설과 관련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심결취소소송의 법

적 성질 및 구조로부터 야기되는 주장·증명의 제한 사유들, 실제 혼

동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무제한설과 제한설의 논의는 1998년 특허법원 개원 전부터 시작

되어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고 실무가 무제한설로 안정적으로 운영

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어찌 보면 이제는 너무나

식상하고 지겨운 논의이다. 그러나, 행정소송으로서의 심결취소소송

의 법적 성질,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송 경제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 법원의 특허소송에 대한 역량 강화 등에도 불

구하고 제한설로의 입법 논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

다. 법학 실무가로서 이제는 이러한 논쟁을 마무리 짓고 특허소송

발전을 위한 좀 더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았다.

관련하여, 무제한설은 인용·기각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인지

각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인지를 불문하고 관철되고 있음에도,

심결과 심결취소소송이 행정처분과 항고소송의 관계라는 점에서 당

사자의 주장·증명이나 심리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제한설적 입장을

취한 것이라는 오해를 하거나, 이에 대한 혼동이 판단에 영향을 주

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이 두 국면의 구별은 이론적, 논리적

으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여겨질 수 있지만, 막상 실무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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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맞닥뜨렸을 때는 일어날 수 있는 혼동으로 보인다. 이를 구체

적 사례들과 함께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혼동으로 인해 잘못된 판

단을 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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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cope of hearing in the revocation 
action of the trial ruling of IPTAB and 
the restrictions on the submission of 
new argumentation and evidence by its 
legal nature
 

KyungEun Lee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Patent Law, which was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opening of the Patent Court in 1998, did not clearly stipulate the scope 
of hearing in a revocation action of the trial ruling of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IPTAB), there have been discussions 
whether to limit the submission of new argumentations and evidences 
which were not reviewed in the IPTAB process. 

  The Patent Court has been following the Non-limitation Theory since 
its opening, and has been in stable operation for more than 20 years 
since the Non-limitation Theory upheld by the Supreme Court. 
However, until recently, it has been argued that the Supreme Court 
should adopt Limitation theory or Patent Law should be amended to 
limit the scope of hearing in the Patent Court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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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existing discussions of Limitation 
Theory and Non‑limitation Theory, and analyzed the validity of the 
argumentation in three aspects: (i)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s, (ii) 
legal nature of revocation action of the trial ruling by IPTAB, and (iii) 
policy-level benefits. 

  In conclusion, Non-limitation Theory does not conflict with the 
current law's interpretation, even with non bis in idem under Article 
163 of the Patent Law, and comply with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at the scope of hearing in a revocation 
action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is not restricted to the arguments 
and evidences submitted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in general. 
Further, Limitation Theory seems to be against procedural efficiency 
and conclusive resolution of disputes as well as legal stability, which 
can be deemed as lack of policy-level benefits for the amendment of 
current laws. Moreover, it is not balanced with the fact that in a civil 
lawsuit seeking damages out of patent infringement, the validity of a 
patent shall be reviewed without any restriction as a premise for a 
abuse of rights claim. Plus, the Patent Court has been having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appellant proceedings of a civil lawsuit seeking 
damages out of patent infringement since 2016. Limitation Theory is 
based on the concept that IPTAB should play a central role in rejection 
or invalidation of a patent considering the speciality of patent cases. 
But such argument seems to be lack of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in 
compositional and operational independency of IPTAB. 

  Non-limitation Theory regarding the scope of hearing in a revocation 
action of the trial ruling of the IPTAB allows the submission of 
evidence and arguments not raised in the IPTAB process. In this 
regards, I found cases where the commentators, who confus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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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on of the scope of hearing by its legal nature of the revocation 
action of an administrative decision with limitation of the submission of 
new argumentations or evidences which were not reviewed in the 
IPTAB process, argue that the court adopted Limitation Theory in some 
cases. In this article, I looked into the restriction of the scope of 
hearing by its legal nature and structure of a revocation action of an 
administrative decision which is distinguished from Non-limitation 
Theory, along with specific examples.

  I hope this article will help focusing on productive discussions such 
as improvement of patent court proceedings, leaving behind the tedious 
debate over the scope of hearing of the Patent Court which has been 
going on for more than 20 years. I also hope this article will serve as 
a referenc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egal nature and structure 
of the revocation action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Keywords : scope of hearing in a revocation action of the trial ruling 
of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IPTAB), non-limitation 
theory, limitation theory, non bis in idem 
Student Number : 2001-2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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