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존속기간연장] 일본 동경지재고재 판결에 대해 일본대법원 2018. 5. 8. 상고 불허
결정 뉴스 + 일본 특허판결(존속기간연장 특허권은 염 변경 의약품에 미친다는 내용) 확
정

일본최고재판소에서 2018. 5. 8. 동경지재산고재 2017. 1. 20. 선고 평성28년(네) 제
10046호 판결(존속기간연장등록 특허권의 효력은 연장대상인 허가의약품의 동일물 뿐만
아니라 그 실질동일물까지 인정된다는 판결)에 대한 상고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뉴스입니
다. 따라서 일본 동경지재고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 판결내용이지만 참고로 그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
리나라 특허법의 존속기간연장 관련 조항은 일본 특허법과 거의 같습니다.

일본 동경지재고재 평성28년(네) 제10046호 판결에서 주목할 몇가지 사항 정리

1. 존속기간연장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존속기간연장제도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독
자적으로 해석해야 함. 일반적 특허권리범위해석에 관한 균등론을 적용할 수 없음. 균등
론을 유추 적용하는 것도 불허

2. 동일한 의약품인지 여부는 일본 약사법상 “성분, 분량, 용법, 용량, 효능 및 효과”라는
6가지 요소로 특정되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판단함.

3. 존속기간연장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은 연장대상인 선발허가 의약품과 동일물뿐만 아니
라 실질동일물에도 미침. 1심 판결 등에서는 “균등물” 또는 “실질적 동일물”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동경고재판결에서는 “균등물”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나아가 통상 사
용하는 “~적”이란 표현을 빼고 곧바로 “실질동일물”로 표현하여 한단어처럼 기재함. 균등
론 적용을 배제하면서 의도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짐작됨.

4. 실질동일물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은 특허발명의 내용에 기초하여 “성분, 분량, 용법,
용량, 효능효과”에 의해 특정되는 선발의약품과 후발 비교대상 의약품의 그 기술적 특징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을 비교 검토하여, 그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따
라 판단함.

5. 실질동일물에 포함되는 유형의 예

A. 의약품의 유효성분만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의 경우 “유효성
분이 아닌 성분”이 일부 다르지만 주지 관용기술에 기초하여 부가, 삭제, 전환에 해당하
고, 새로운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한 경우는 실질동일물에 해당함. 소위 물질특허, 용도
특허의 경우 염, 결정형, 수화물 등의 변경, 부가, 삭제 등은 실질동일물로 볼 수 있음.

B. 공지된 유효성분에 관련된 의약품의 안정성, 제형 등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존
속기간연장등록의 경우, 후발의약품에 주지, 관용기술에 기초하여 일부 다른 성분을 부가,
전환, 삭제 등에 해당하고, 새로운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특허발명의 내용에 비추
어 볼 때 양자 사이에 그 기술적 특징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
질적 동일물에 해당함. 특허발명의 기술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면 실질동일물로 볼 수 없음.

C. 분량(함량) 내지 용법, 용량에 관해서 의미가 없는 정도의 수량적 차이만 있는 경우
실질적 동일물에 해당함.

D. 분량이 다른 경우에도 용법, 용량을 함께 고려해 볼 때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
질적 동일물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