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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법리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일

사부재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

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

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



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등 참조). 

 

2. 중복 없이 새로운 증거만 제출된 경우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선행의 확정된 기각 심결의 증거와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증거들만이 제

출된 경우에도 선행의 확정된 기각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행의 확정된 기각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원고주장 배척, 동일증거에 해당하지 않음 

 

(3) 특허법 제163조는 심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와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

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선행의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는 전혀 중

복됨이 없이 새로운 증거만이 제출된 경우에도 그 증거만으로 선행의 확정 심결

을 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동일 증거’



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으로서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 

 

(4) 원고 주장과 같은 견해에 의할 경우, 선행의 확정 심결에서 제출된 증거와는 다

른 새로운 증거만 제출된 경우에도 곧바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새

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의 확정 심결에서의 증거와 ‘동일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증거에 의하여 선행의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지를 

심리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는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본

안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남용적인 심판청구를 규율함으

로써 심판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1허368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