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심판원의 심판,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에서 증거조사방법,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재량의 범위  

 

 

 

1. 심판부 및 재판부의 결정 재량과 그 한계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

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

할 수 있는 재량사항입니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2. 심판부 및 재판부의 결정재량의 제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재량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증거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다른 증거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

송법 위반으로 위법한 심결로서 심결취소사유에 해당하고, 판결이라면 판결취소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허심판도 동일합니다. 특허법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2항에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3. 특허심판과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의 특징  

 

한편, 특허심판에는 민사소송과 달리 증거조사와 심리에 직권주의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3752 판결도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

초로 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후2759 판결 등 참조) 

 

특허법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항에서도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



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2007후3752 판결은 "설사 당사자가 비교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주장하지 아

니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비교대상발명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록범위 내 직권증거조사를 허

용하고 있습니다. 

 

위 특칙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를 넘어 추가 증거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의

미입니다. 그 반대방향으로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4. 정리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서 증거조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판부 및 재판부의 재량사

항입니다. 또한, 당사자 신청과 별도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정에 대한 재량은 무제한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