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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8. 4. 30. 2017원281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레보플록사신1) 또는 그의 염 또는 그들의 용매화물을 함유하는
안감염증 치료용 점안제, 안감염증의 치료 방법, 레보플록사신 또는 그의 염 또는 그들
의 용매화물, 및 그의 용도
2)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번역문 제출일/ 출원번호: 2010. 12. 16./ 2010. 2.
25./ 2012. 9. 14./ 제10-2012-7024069호
3) 청구범위(2016. 11. 30. 보정된 것)
【청구항 1】유효 성분으로서 1.5%(w/v) 농도의 레보플록사신 또는 그의 염 또는
그들의 용매화물을 함유하는 결막염 치료용 점안제로서, 1안당 1방울, 1일 3회 점안되
도록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안제(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하고 나

1) 레보플록사신은 DNA 자이레이즈 및 토포이소머라제 IV를 저해하는 것에 의해 항균 활성을 발현하는 뉴퀴놀론계 항균제제(플
루오로퀴놀론계 항균제)의 하나이다. 플루오로퀴놀론계 항균제에는 시프로플록사신, 노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등이 포함된
다(갑 제1호증, 식별번호 [2], 을가 제7호증, 388~3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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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결막염의 기염균이 레보플록사신 감성의 포도상구균
속, 연쇄구균속, 폐렴구균, 장구균속, 미구균속, 모락셀라속, 코리네박테리움속, 클렙시
엘라속, 엔테로박터속, 세라티아속, 프로테우스속,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인플루엔자균,
헤모필루스 에집티우스, 슈도모나스속, 녹농균, 스테노트로포모나스(산토모나스) 말토필
리아, 아시네토박터속, 아크네균 및 코마모나스속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균인 점안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결막염은 세균성 결막염인 점안제.
【청구항 4 내지 24】(각 삭제)
4) 주요 내용
기술분야
본 발명은, 유효 성분으로서 1.5%(w/v) 농도의 레보플록사신 또는 그의 염 또는 그들의 용
매화물을 함유하는 안감염증 치료용 점안제로서, 1안당 1방울, 1일 3회 점안되도록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안제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러한 레보플록사신 또는 그의
염 또는 그들의 용매화물을 이용한 안감염증의 치료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안감염증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레보플록사신 또는 그의 염 또는 그들의 용매화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러한 레보플록사신 또는 그의 염 또는 그들의 용매화물의,
상기 안감염증의 치료제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
배경기술
레보플록사신은, DNA 자이레이즈 및 토포이소머라제 IV를 저해하는 것에 의해 항균 활성
을 발현하는 뉴퀴놀론계 항균제의 하나이며, 범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레보플록사신의 넓
은 항균 스펙트럼과 그 우수한 항균력으로부터, 레보플록사신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항균
점안약은 0.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크라비트(등록상표) 점안액 0.5%]으로서 범용되고
있다(식별번호 [2]).
그러나, 0.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으로도 안감염증을 단기간에 치유할 수 없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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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 사용하게 된다. 한편, 최
근에 와서, 0.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장기 사용하는 것에 의해 내성균이 출현한다는
보고가 되어 있다. …(중략)… 이와 같이,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 점안하
면, 안감염증 기염균의 레보플록사신 내성화가 진행되고, 장래에 레보플록사신의 안감염증에
대한 유효성이 저하되어 버리는 리스크가 있다. 또한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의 사용 기간을
장기화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레보플록사신 내성화가 진행된다고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에 의해 단기간에 안감염증을 치유시켜, 안감염증 기염균
의 레보플록사신에의 노출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은, 레보플록사신 내성균의 출현을 저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래에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의 안감염증에 대한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어떠한 용법 또는 용량으로 점안
투여하면, 보다 단기간에 안감염증을 치유할 수 있는지는 명백하게 되어 있지 않고, 또한 레
보플록사신 점안액의 용법 또는 용량을 변경하면, 종래의 용법 또는 용량[0.5%(w/v), 1일 3
회 점안]보다 부작용의 발현율이 오히려 증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레보플록사신 점안
액의 용법 또는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용법 또는 용량보다 단기간에 안감염증
을 치유하는 것에 의해 레보플록사신 내성균의 출현을 저지하는 것에 더하여, 종래의 용법
또는 용량보다 부작용의 발현율을 증대시키지 않는 것이 요구된다(식별번호 [3]~[5]).
그런데, 특허문헌 1에는, 0.3～4.0%(w/v) 농도의 레보플록사신 및 다가 알코올을 함유하는
점안액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특허문헌 1은,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에 다가 알코올을 배합
하는 것에 의해 이 점안액의 방부 효과를 개선하는 발명이며,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어떠
한 용법 또는 용량으로 점안 투여하면, 보다 단기간에 안감염증을 치유할 수 있는지, 또한
내성균의 출현을 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재도 시사도 되어 있지 않다(식별번호 [6]).
발명의 내용
1) 해결하려는 과제(식별번호 [9])
따라서,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에 관하여, 레보플록사신 내성균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해 종
래의 용법 또는 용량보다 단기간에 안감염증을 치유하고, 부작용의 발현율도 증대시키지 않
는 새로운 용법 또는 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탐색하는 것은 흥미 깊은 과제이다.
2)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자 등은, 여러 가지의 용법 또는 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이용하여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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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행한 바, 1안당 1.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 1방울을 1일 3회 점안하는 용법 또
는 용량(이하, 「본 용법 용량」이라고도 함)을 선택하면, 1안당 0.5%(w/v) 레보플록사신 점안
액 1방울을 1일 3회 점안하는 용법 또는 용량(이하, 「종래 용법 용량」이라고도 함)의 경우보
다, 단기간에 세균성 결막염을 치유시킬 수 있고, 또한 부작용의 발현율이 증대하지 않는 것
을 발견하여, 본 발명에 이르렀다. 단기간에 안감염증을 치유시키는 것은 안감염증 기염균의
레보플록사신에의 노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 용법 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은, 결과적으로는, 종래 용법 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의 장기 사용을 원인으로 하
는 내성균의 출현을 억제하는 것이 기대된다(식별번호 [10]).
또한, 본 발명자들은, 토끼 각막 상피 박리 모델을 이용한 검토로부터, 1.5%(w/v) 레보플록
사신 점안액의 1일 3회 점안에서는 전안부에 특별히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지만,
3.0%(w/v) 이상의 농도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1일 3회 점안한 경우에는, 전안부에 이상
소견 및 각막 상피 창상 치유의 지연이 확인되는 것도 발견하였다. 본 지견은, 1.5%(w/v)를
초과하는 농도(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선택한 경우, 부작용의 발현 빈도가 상승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식별번호 [11]).
또한, 본 발명자들은, 안구 결막 조직 농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검토를
행한 바, 종래 용법 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은 단기간(24시간)의 사용으로 황색 포도상
구균의 내성화를 유도하는 데 대하여, 본 용법 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에서는, 놀랍게
도, 이 내성화가 거의 완전히 저지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본 용법 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은, 종래 용법 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의 단기 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황색 포도
상구균 등의 안감염증 기염균의 내성화를,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식별번호 [12]).
즉, 본 용법 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은, 부작용을 증대시키지 않고 단기간에 안감염
증을 치료하는 데다가, 종래 용법 용량의 레보플록사신의 장기 및/또는 단기 사용에 의해 생
기는 안감염증 기염균의 내성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우수한 안감염증 치료용 점안제이
다(식별번호 [13]).
본 발명은 또한, 환자에게 유효 성분으로서 1.5%(w/v) 농도의 레보플록사신 또는 그의 염
또는 그들의 용매화물을 함유하는 점안액을 1안당 1방울, 1일 3회 점안하는 것을 포함하는
안감염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본 용법 용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자에게 유효 성분으로서 1.5%(w/v) 농도의 레보플록사신 또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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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또는 그들의 용매화물을 함유하는 점안액을 점안하는 것을 포함하는 안감염증의 치료 방
법으로서, 이 안감염증이 결막염, 안검염, 누낭염, 맥립종 및 검판선염으로 이루어지는 군에
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감염증인 안감염증의 치료 방법이다(식별번호 [18], [19]).
3) 발명의 효과
후술하는 임상 시험의 결과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본 용법 용량[1.5%(w/v), 1일 3회
점안]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은, 종래 용법 용량[0.5%(w/v), 1일 3회 점안]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여러 가지의 기염균으로부터 발증한 세균성 결막염의 단기치유
율을 현저히 개선하고, 또한 본 용법 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은 종래 용법 용량의 레보
플록사신 점안액보다 고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의 발현율을 증대시키지 않는다. 단기간
에 안감염증을 치유시키는 것은 안감염증 기염균의 레보플록사신에의 노출 기간을 단축하게
되기 때문에, 본 용법 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은, 결과적으로는, 종래 용법 용량의 레보
플록사신 점안액의 장기 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내성균의 출현을 억제하는 것이 기대된다.
또한, 후술하는 안독성 시험의 결과로부터도 명백한 바와 같이, 1.5%(w/v) 레보플록사신 점
안액의 1일 3회 점안은 전안부에 특별히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지만, 3.0%(w/v) 이상의
농도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1일 3회 점안한 경우에는, 전안부의 이상 소견 및 각막 상피
창상 치유의 지연이 확인된다. 따라서, 1.5%(w/v)를 초과하는 농도(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
안액을 선택한 경우, 부작용의 발현 빈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식별번호 [33], [34]).
4)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임상 시험] (식별번호 [62]~[84])
이하에 나타내는 임상 시험을 실시하여, 본 용법 용량의 1.5%(w/v) 레보플록사신 점안
액의 1일 3회 점안군과 종래 용법 용량의 0.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의 1일 3회 점안군
이 세균성 결막염에 미치는 영향(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점안 3일째를 기준일로 하는 관찰일(제2회 관찰일)까지 점안 개시일(첫회 관찰일)에
검출된 균(추정 기염균)이 소실되고, 점안 7일째를 기준으로 하는 관찰일(제3회 관찰일)에 안
지(안분비) 및 충혈중 담당의가 주증상으로 판단한 것이 소실되어 있는 경우(스코어가 0점으
로 되어 있는 경우)를 「단기 치유」 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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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본 용법 용량의 점안군[1.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 1
일 3회]은, 종래 용법 용량의 점안군[0.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 1일 3회]과 비교하여,
세균성 결막염에 대한 단기치유율의 현저한 개선이 확인되고, 시험에 제공된 기염균으로부
터 발증한 모든 세균성 결막염에 대하여, 75% 이상의 높은 단기치유율이었다. 특히, MSSA
또는 MRSA를 기염균으로 하는 경우에는, 본 용법 용량의 세균성 결막염에 대한 단기치유율
은, 각각 97.1% 또는 100%이며, 종래 용법 용량의 단기치유율(56.5% 또는 33.3%)보다 대폭
개선되었다.
다음에, 표 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본 용법 용량의 점안군과 종래 용법 용량의 점안
군에서는, 부작용 발현율에 실질적인 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용법 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의 농도[1.5%(w/v)]는, 종래 용법 용량의 농도[0.5%(w/v)]보다 고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의 발현율이 같은 정도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 3>
(고찰) 임상 시험의 결과로부터, 본 용법 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은, 종래 용법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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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보다, 단기간에 세균성 결막염으로 대표되는 안감염증을 치유시키
고, 부작용의 발현율도 종래 용법 용량의 경우와 같은 정도인 것이 시사되었다. 또한, 단기
간에 안감염증을 치유시키는 것은 안감염증 기염균의 레보플록사신에의 노출 기간을 단축하
게 되기 때문에, 본 용법 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은, 결과적으로는, 종래 용법 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의 장기 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내성균의 출현을 억제하는 것이 기대된
다.
[안독성 시험](식별번호 [85]~[103])
토끼 각막 상피 박리 모델을 이용하여, 본 용법 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 및 본
용법 용량을 초과하는 용법 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이, 각막 상피 창상 치유의 지연 및
그 외의 전안부의 이상을 유도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각 군의 박리 24시간 및 48시간 후의 전안부 증상을 표 4에 나타낸다. 또한 표의 괄
호 안은, (소견이 있는 눈 수/전체 눈 수)를 나타낸다. 표 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1.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1일 3회 점안하여도, 각막을 박리한 토끼의 전안부 증상에 이상 소
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3.0%(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1일 3회 점안한 경우에는, 각
막 박리 48시간 후에 전체 예에서 충혈(8안중 8안)이 확인되었다. 또한 6.0%(w/v) 레보플록
사신 점안액을 1일 3회 점안에서는, 각막 박리 24시간 후에 충혈(8안중 7안), 안검종창(8안
중 4안) 및 안지(8안중 2안)가 확인되었고, 박리 48시간 후에는 충혈(8안중 8안) 및 각막 혼
탁(8안중 5안)이 확인되었다.

<표 4>
또한, 각 군의 각막 상피 손상 면적률을 나타내는 표 5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1.5%(w/v) 및 3.0%(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의 1일 3회 점안에서는, 각막 박리 24시간 및
48시간 후의 어느 것에서도, 각막 상피 창상 면적률의 상승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6.0%(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의 1일 3회 점안에서는, 각막 상피 창상 면적률의 현저한 상
승이 확인되었다.
(고찰) 이상으로부터, 1.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1일 3회 점안한 경우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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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의 이상 소견 및 각막 상피 창상 치유의 지연이 확인되지 않는 한편, 3.0%(w/v) 이상의
농도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1일 3회 점안한 경우에는, 전안부에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고,
6.0%(w/v) 농도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의 1일 3회 점안은 각막 상피 창상 치유를 지연시키
는 것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1.5%(w/v)를 초과하는 농도(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선
택한 경우, 부작용의 발현 빈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안내 동태 시험](식별번호 [105]~[115])
1.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 및 0.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의 점안 후의 안내
동태를 평가하기 위해, 토끼를 이용하여 각 농도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1회 점안했을 때
의 안내 동태 시험을 실시하였다.
표 6 및 도 1은, 1.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 또는 0.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
을 각각 1회 점안한 후의 안구 결막중 레보플록사신 농도의 추이를 도시한다. 이들의 시험
결과로부터, 1.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 및 0.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은 모두, 투
여 8시간 후의 안구 결막중 농도는 각각의 투여 후 초기 시간의 안구 결막중 농도에 비해
충분히 낮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 점안액을 8시간 간격으로 1일 3회
투여하여도, 안구 결막중 레보플록사신 농도의 증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6>

<도 1>

[약리 시험](식별번호 [116]~[127])
본 용법 용량의 1.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의 1일 3회 점안과 종래 용법 용량의
0.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의 1일 3회 점안에 대해서, 점안 후에 내성균이 출현하는지
의 여부를, 안구 결막 조직중 농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시험 방법) 상기 안내 동태 시험에서 얻어진 레보플록사신 점안 후의 안구 결막 동태
(표 6 및 도 1)로부터, 1.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 및 0.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의
1일 3회 점안 후의 레보플록사신의 24시간 내의 안구 결막 동태를 추정하였다. 그 농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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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in vitro 배양계에 재현(안구 결막중 농도 ng/g 조직을 ㎍/㎖로 환산)하여, 레보플록사
신을 MSSA에 24시간 작용시켰다. 구체적으로는, 표 7에 나타낸 농도의 레보플록사신을 포
함하는 뮬러 힌턴 배지(Mueller Hinton broth)에, 표중에 나타낸 시간, MSSA를 봉입한 한천
블록(약 0.5～1×108 CFU/mL)을 침지하고, 표에 나타낸 순으로, 한천 블록을 레보플록사신을
포함하는 뮬러 힌턴 배지에 순차적으로 옮겼다.

<표 7>
도 2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1.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 1일 3회 점안시(본 용
법 용량)의 결막 조직중 농도에 상당하는 농도의 레보플록사신으로 전처치한 MSSA에 대해
서는, 레보플록사신으로 전처치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0.5㎍/㎖의 레보플록사신을 함
유하는 배지에서도 콜로니는 형성되지 않고, 레보플록사신의 내성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것에 대하여, 0.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 1일 3회 점안시(종래 용법 용량)의 결막 조직
중 농도에 상당하는 농도의 레보플록사신으로 전처치한 MSSA에 대해서는, 8㎍/㎖의 레보플
록사신을 함유하는 배지에서조차 콜로니를 형성하여, 고도로 레보플록사신의 내성화가 생기
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도 2
(고찰) 약리 시험(안구 결막 조직 중 농도 시뮬레이션 모델)의 결과로부터, 종래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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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은 점안 후 24시간에서 MSSA의 레보플록사신 내성화를 유도하
는 데 대하여, 본 용법 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에서는, 이 내성화가 거의 완전히 저지되
는 것이 시사되었다. 즉, 본 용법 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은, 종래 용법 용량의 레보플
록사신 점안액의 단기 사용으로 내성화가 생기는 안감염증 기염균, 특히 MSSA(황색 포도상
구균)로 대표되는 포도상구균속에 대해서, 이들의 내성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6호증)
2005. 1. 13.에 공개된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US 2005/0009836에 게재된 ‘퀴놀
론을 함유하는 안과용 조성물 및 사용 방법(Ophthalmic composition containing
quinolones and method of use)’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아래
와 같다.
주요 청구범위
【청구항 1】 (i) 6 내지 7의 pH를 갖고;
(ii) 퀴놀론 화합물에 의해 보유된 것 이외의 항미생물 보존제 성분이 결여되며,
(iii) 에이. 니게르 (A. niger)를 제외하고는, 유럽 약전 항미생물 보존 효능, 기준 B 및 A를
통과하기에 충분히 자기 보존되고,
(iv) 조성물을 10%의 최종 농도로 인간 각막 간질 세포의 세포 배양물에 부가할 때 관찰
된 독성의 결여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인간 각막 간질 세포에 대해 실질적으로 무독성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a) 조성물을 눈에 놓아둘 때 항생제로서 유효한 양의, 레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가티
플록사신, 및 오플록사신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퀴놀론 화합물, 및
(b) 조성물을 실질적으로 등삼투압이 되게 하는 농도 하의 다가 알콜을 함유하는 수성
담체 비히클로 본질적으로 이루어진 안과용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다가 알콜이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리콜, 1,000 달톤 미만의
평균 분자량을 갖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만니톨 및 소르비톨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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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알콜을 포함하는 안과용 조성물.
【청구항 10】 제4항에 있어서, 퀴놀론 화합물이 1.0 내지 2.0% w/v의 농도하에 존재하는
레보플록사신이고, 다가 알콜이 2 내지 2.5% v/v의 농도하에 존재하는 글리세린인 조성물.

기술분야
본 발명은 퀴놀론을 함유하는 안과용 조성물; 및 용액을 보존하고 감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러한 용액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2]).

배경기술
이들 퀴놀론 항생제 조성물은 일반적으로, 안과 감염을 치료하는 데 유효하고, 이전의 안
과용 항생제 조성물, 특히 주로 그램 음성 병원체에 대항하여 유용한 네오마이신, 폴리믹신
B, 젠타마이신 및 토브라마이신; 및 주로 그램 양성 병원체에 대항하여 활성인 바시트라신,
그라미시딘, 및 에리트로마이신과 같은 비교적 제한된 항미생물 활성 스펙트럼을 갖는 조성
물에 비해 뚜렷이 구별되는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용 가능한 안과용 퀴놀론 요
법의 일반적인 효능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과용 조성물의 대부분은 통증, 자극, 알레르기 반
응 및/또는 눈과 눈 주위의 다른 유해한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보존제를 함유한다. .…(중
략)… 따라서, 이들 조성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미생물 오염의 가능성을 제
시한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극복한다(식별번호 [5], [6]).

요약
한 측면에서, 본 발명은 본질적으로 퀴놀론 화합물 및 수성 담체 비히클로 이루어지는 안
과용 조성물을 포함한다. 퀴놀론 화합물은 상기 조성물을 눈에 놓아둘 때 항생제로서 유효
한 양의 레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가티플록사신, 또는 오플록사신이다. 수성 담체 비히클
은 상기 조성물을 실질적으로 등삼투압(isoosmotic)이 되게 하는 농도 하의 다가 알콜을 함
유한다.
상기 조성물은 (i) 6 내지 7의 pH를 갖고; (ii) 퀴놀론 화합물에 의해 보유된 것 이외의 항
미생물 보존제 성분이 결여되며, (iii) 에이. 니게르 (A. niger)를 제외하고는, 유럽 약전 항미
생물 보존 효능, 기준 B 및 A를 통과하기에 충분히 자기 보존되고, (iv) 조성물을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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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도를 투여하는 것과 등가의 최종 농도로 인간 각막 간질 세포의 세포 배양물에 부가
할 때 관찰된 독성의 결여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인간 각막 간질 세포에 실질적으로 무
독성인 것으로써 특징지을 수 있다.
퀴놀론 화합물은 0.3 내지 4.0% w/v, 바람직하게 1.0 내지 3.0% w/v의 농도 하의 레보플록
사신일 수 있다. 다가 알콜은 알콜,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리콜, 1,000 달톤 미만의 평균 분
자량을 갖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만니톨 또는 소르비톨 중 하나 이상일 수 있다. 다양한 실
시양태에서, 다가 알콜은 약 2.3 v/v 퍼센트의 농도 하의 글리세린, 약 2 v/v 퍼센트의 농도
하의 프로필렌 글리콜, 200 내지 1,500 달톤의 평균 분자량 및 약 2 내지 8% w/v의 농도를
갖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약 4% w/v의 농도 하의 만니톨, 또는 약 4% w/v의 농도 하의 소
르비톨을 포함한다.
상기 조성물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조성물을 병에 걸린 눈에, 예를 들어,
비말 형태로 놓아둠으로써 안과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식별번호 [7]~[10]).

상세한 설명
I. 정의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보존제 효능" 또는 "보존제 유효성"은 조성물이 에이. 니
게르를 제외하고는 프로토콜 유럽 약전 항미생물 보존 효능, 기준 B 및 A에 정의된 바와
같은 보존제 표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PhEur, 4th ed, 4 .4)(식별번호 [33]).
II. 안과용 조성물
본 발명은 한 측면에서, 안과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아래에 기재되는 바와 같은 특이적
성분을 갖는 안과용의 보존제 없는 퀴놀론 조성물이 미생물 감염의 형성 위험을 감소시키
고/시키거나 이러한 감염에 의해 유발된 염증 또는 통증의 중증도를 저하시키는 데 유효한
것으로 밝혀졌다.
A. 퀴놀론 화합물
퀴놀론 화합물은 상기 조성물을 포유류의 눈, 바람직하게 인간의 눈에 놓아둘 때 항생
제로서 유효한 양으로 존재한다. 유효량은 치료받는 대상체에게 한 가지 이상의 혜택, 예컨
대 미생물 감염의 예방, 제어 또는 관리, 및/또는 염증 및/또는 통증의 감소를 제공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퀴놀론 화합물은 약 0.1 내지 약 6.0% w/v, 바람직하게 약 0.3 내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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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v, 및 보다 바람직하게 약 1.0 내지 약 3.0% w/v의 농도 하의 레보플록사신이다(식별번호
[43]).
D. 자기 보존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안과용 조성물에는 퀴놀론 화합물에 의해 보유된 것
이외의 항미생물 보존제 성분이 결여되지만, 이러한 조성물은 여전히 충분하게 자기 보존된
다. 본 발명의 안과용 조성물의 항미생물 유효성은 미국 약전 (USP), 유럽 약전 (Ph. Eur.),
및/또는 일본 약전 (JP) (이들 각각이 본원에 참조로 포함된다)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유
기체 챌린지 시험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식별번호 [56]).
E. 독성
안구 독성 또는 자극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관내 스크린으로서 각종 시험 모델 및 프로
토콜이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헌 [Booman, K. A . et al. (1988) In vitro
methods

for

estimating

eye

irritancy

of

cleaning

products,

Phase

I:

Preliminary

assessment, J. Toxicol. Cut & Ocular Toxicol. 7:173-185] 참조; 이는 본원에 참조로 포함된
다). 세포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 가능하고 객관적인 종말점과 연계해서 사용된 세포
배양물은 생체내 데이터 세트와 좋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Bruner, L. H, et al. (1991)
Evaluation of seven in vitro alternatives for ocular safety testing, Fund. Appl. Toxicol.
17:136-149; 이는 본원에 참조로 포함된다). 바람직한 평가 방법은 약 5% 내지 15%, 바람직
하게 약 10%의 농도를 갖는 안구 조성물에 상응하는 최종 농도로 상기 조성물을 인간 각
막 간질 세포의 세포 배양물에 부가하고, 독성의 실질적 결여를 관찰하는 것을 포함한다.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예시적인 인간 각막 간질 세포 생물학적 검정 방법이 아래 실시예 F
에 기재되어 있다(식별번호 [61]).
III. 본 발명의 방법
본 발명은 한 측면에서, 특정 대상체에게서 안과 병태를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
한 방법은 목적하는 혜택 중 한 가지 이상을 제공하도록 대상체에게 전술된 조성물 중 하
나 이상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혜택은 안구 미생물 감염 또는 이와 연관된 증
상, 예를 들어 염증 및/또는 통증의 예방, 제어 또는 관리를 포함한다(식별번호 [64]).
A. 조성물의 투여
상기 섹션 II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자기 보존된 제형은 본원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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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안과용 조성물을 저장 및 투여하는 데 유용하다. 바람직하게, 상기 방법은 상기 조성물
을 대상체의 눈에 국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한다.…(중략)… 전술된 조성물의 투여량 수준은
관련된 특별한 적용, 이용된 특별한 퀴놀론 성분, 조성물 중의 퀴놀론 성분의 농도, 감염의
중증도 및/또는 치료에 대한 대상체의 반응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수많은 요인
에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투여량은 치료받는 대상체에게서 목적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
한 일상적이고 널리 공지된 기술에 의해 용이하게 결정될 수 있다. 의사는 1일 투여 용량의
수, 용량 투여 사이의 시간, 및 조성물을 이용한 치료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약 안과용
조성물의 투여 기술은 문헌 [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s (1995) 19th Ed.,
Williams & Wilkins] (이는 본원에 참조로 포함된다)에서 찾을 수 있고, 관련 기술분야의 통
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공지되어 있다(식별번호 [66], [67]).
치료를 위해 고려된 안과 병태는 결막염, 각막염, 안검염, 눈물주머니염, 눈다래끼, 및 각
막 궤양을 포함한다. 박테리아성 결막염은 모든 박테리아성 각막 감염의 65 내지 90%를 차
지하는 박테리아성 각막염과 감염성 결막염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 치료를 위해 고려된 부
가의 병태는 안과 조직에 대한 외상으로 인한 감염 또는 감염 위험을 포함한다(식별번호
[68]).
B. 용액 보존
본 발명은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떠한 외인성 항미생물 보존제 성분도 수반하지 않는 퀴
놀론 화합물의 수용액을 보존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보존된 용액은 바람직하게,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은 안과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식별번호 [72]).
실시예
A. USP 항미생물 유효성(APE) 시험 결과의 제시(식별번호 [78]~[81])
APE 시험 결과를 "로그 감소" 대 시간으로서 도 2 내지 8에 플롯하고 분석하는데, 여기
서: 로그 감소 = 대수10{대조군(cfu/mL)}-대수10{시험 샘플(cfu/mL)}.
APE 시험 결과에 있어서의 유효성은 시간의 함수로서 "로그 감소" 값이 4 또는 5로 급
격히 증가하는 것으로써 표시된다. 제형 개발 연구에서는 에이. 니게르, 씨 . 알비칸스, 에스.
아우레우스(S. aureus) 및 피.아에루기노사(P. aeruginosa)의 감수성을 평가하였다. 제형은 이
들 미생물에 대항하여 극도로 유효하였다.
B. 5가지 표준 시험 유기체에 대항한 숙성 제형에 대한 APE 결과(식별번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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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도 2>

C. 글리세린을 수반하지 않은 다양한 수준의 레보플록사신을 함유하는 제형(식별번호
[83])

<표 2>

<도 3>

<도 4>

에이. 니게르 및 씨. 알비칸스 APE 시험 값 대 시간은 다양한 수준의 레보플록사신을
함유하는 제형이 BAK 양성 대조군 샘플로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표시한다. 더욱이, 표 2
및 도 3 및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레보플록사신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이 제형의 APE 성
능을 상당히 개선시키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D. 레보플록사신 + 다양한 수준의 글리세린을 함유하는 제형(식별번호 [8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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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에이. 니게르 및 씨. 알비칸스에 대항하여 BAK3) 대조군 샘플과 비교하여 2.2% 글리세
린을 수반하거나 또는 수반하지 않은 1.5% 레보플록사신을 함유하는 제형에 대한 APE 결
과 (표 3 참조)가 도 5 및 6에 제시된다. 도 5 및 6에 제시된 결과는 레보플록사신 및 글리
세린을 함유하는 제형이 레보플록사신 단독을 함유하는 제형과 비교하여 증강된 APE 성능
을 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E. 레보플록사신 + 다양한 수준의 전하를 띤 다른 부형제 및 전하를 띠지 않은 다른 부
형제를 함유하는 제형(식별번호 [87], [88])

<표 4>
다른 수용성의 전하를 띠지 않은 분자는 상기 글리세린에 대해 밝혀진 바와 같이 레보
플록사신 단독 제형과 비교해서 유사한 APE 증가를 나타낸다. 3.1% 레보플록사신 + 몇 가
지 부가된 부형제를 함유하는 제형에 대한 결과가 표 4 및 도 7 및 8에 제시된다. 염화나트
륨 0.73%는 이러한 역할에서 이상하게도 효과가 없지만, 4.0% 만니톨, 4.0% 소르비톨 또는
5.1% PEG- 300은 2.1% 글리세린에 대한 결과를 모방하였다.
F. 인간 각막 간질 세포 생물학적 검정(식별번호 [89]~[96])
인간 각막 내피 세포 및 각막 간질 세포 배양물
96개 웰 조직 배양 플레이트에, 10% 태아 소 혈청 [하이클론 (Hyclone; 미국 유타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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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보충시킨 CSM [콘드로이틴 술페이트 배지; 인사이트 바이오메드, 인크. (Insight
3

Biomed, Inc.;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배지의 200㎕의 최종 용적 중의 1x10 개 세
포/웰로 제3 계대 인간 각막 간질 세포(HCK) 및 내피 세포(HCE)를 시딩하였다. 세포를 95%
공기: 5% CO2 대기 내의 35.5℃ 하에 가습 인큐베이터에서 유지시켰다. 10% FBS를 보충시
킨 CSM 배지에서 4일 인큐베이션한 후, 상기 배지를 제거하였다.
세포를 1회 세정하였고 적절한 시험 또는 대조군 용액[레보플록사신 및 오플록사신은
다이이치 파마슈티칼 캄파니 리미티드 (Daiichi Pharmaceutical Company Ltd.; 일본)로부터
수득하였고, 시프로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및 가티플록사신은 LKT 라보라토리즈, 인크.
(LKT Laboratories, Inc.; 미국 미네소타주)로부터 구입하였다]과 함께 15분, 30분, 1시간 및 4
시간 동안 인큐베이션하였다. 시험 용액을 10ng/㎖, 100ng/㎖, 1㎍/㎖, 10㎍/㎖, 100㎍/㎖,
및 1㎎/㎖의 농도로 적용하였다. 이어서, 지정된 웰을 200㎕의 혈청 무함유 최소 필수 배지
[MEM;시그마-알드리치 (Sigma-Aldrich;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로 2회 세정하고, 나
머지 72시간 동안 10% FBS를 보충시킨 200㎕의 신선한 CSM 배지와 함께 인큐베이션하였
다. 72시간 후, 각각의 웰을 200㎕의 상업용 BSS[균형 잡힌 염 용액; 시토졸 라보라토리즈,
인크. (Cytosol Laboratories, Inc.; 미국 매사추세츠주 브레인트리)]로 2회 세정하였다.
칼세인 AM 형광성 정량적 생물학적 검정
살아있는 세포는 사실상 비-형광성 세포 침투제 칼세인 AM을 강렬하게 형광성인 칼세
인으로 효소적 전환시킴으로써 결정되는, 유비쿼터스 세포내 에스테라제 활성의 존재에 의
해 구별된다. 다가 음이온성 칼세인은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잘 유지되어, 살아있는 세포에
서 강렬하고 균일한 그린(530nm) 형광을 생성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칼세
인 AM(비- 형광성) + 에스테라제 = 칼세인(형광성 생성물).
시험 및 대조군 물질에 노출시킨 후, 세포를 100㎕/웰의 2μM 칼세인 AM 용액 [몰레
쿨라 프로브, 인크. (Molecular Probes, Inc.; 미국 오리건주 유진)]과 함께 인큐베이션하고,
밀리포어 시토플루오르(Millipore CytoFluor™) 2,300 형광 측정 시스템 [어플라이드 바이오
시스템즈 (Applied Biosystems;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스터 시티)] 상에서 즉시 판독하였다.
485/20 nm 여기 파장 및 530/25 nm 방출 파장 필터 세트 (감도 5)를 사용하여 형광성 생
성물을 측정하였다. …
도 9 내지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간 각막 간질 세포 생물학적 검정 시험 결과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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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면, 이는 전하를 띠지 않은 유기 부형제에 근거한 모든 제형이 거의 동등한 수준의 인
간 각막 간질 세포 생체적합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도 9A>

<도 9B>

<도 10A>

<도 10B>

<도 11>

<도 12>

2)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도 5 및 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도 3 및 4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3) ‘BAK’은 벤잘코늄클로라이드(Benzalkonium chloride)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보존제이다.

- 19 -

2) 선행발명 2(갑 제7호증)
2007. 5. 8. 공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레보스타점안액’에 허가 정보 등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품명: 레보스타점안액(레보플록사신)

총량
1 밀리리터 중-

원료코드
M085584

원료명
레보플록사신

분량
5밀리그램

효능효과
<적응균종> 이 약에 감수성이 있는 포도구균속4), 연쇄상구균, 폐렴구균, 소구균속, 장구균
속, 코리네박테리움속, 슈노모나스속5), 스테노트로포모나스(산토모나스) 말토필리아, 녹농균,
혈호균속[인플루엔자균, Hemophilus aegyptius(Koch-Weeks)], 모락셀라속, 세라티아속, 클렙
시엘라속, 프로테우스속, 모르가넬라-모르가니, 아시네토박토속, 엔테로박터속, 아크네균
<적응증>
안검염, 맥립종, 누낭염, 결막염, 검판선염, 각막염, 각막궤양, 안과 수술시의 무균화요법
용법용량
1회 1방울, 1일 3회 점안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6.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전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
이 부정되고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거절이유가 있으며, 청구항 1, 3, 4는 특허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거절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4) 이 사건 출원발명 실시예의 S. aureus(황색포도상구균)가 속하는 군이다
5) 이 사건 출원발명 실시예의 P. aeruginosa(녹농균)가 속하는 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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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원고는 2016. 11. 30. 명세서를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3.
13.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선행발명 1, 2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
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7. 6. 12. 특허심판원 2017원2815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8. 4. 30.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2와 기술분야 및 목적이 공통되고, 그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
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행발명 1, 2의 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며, 특허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
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위 거절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
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
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가) 선행발명 1은 보존제 성분이 없는 퀴놀론계 항균제 제형에 관한 발명이고,
선행발명 2는 0.5%(w/v) 레보플록사신의 용법·용량에 관한 것일 뿐 부작용이나 내성균
발생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이러한 선행발명들로부터 선행발명 2의 용법·용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용법·용량의 제공이라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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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과제를 인식할 수 없다.
나) 선행발명 1에 개시된 다양한 농도의 레보플록사신을 포함하는 방부효과가
개선된 제형 중에서 결막염 치료를 위한 용량으로 1.5%(w/v)가 적합하다는 합리적 근
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선행발명 2의 용법·용량은 고도의 전문가가 임상시험을 통해 선
택한 용법·용량이나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은 함께 용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레보플
록사신의 ‘단기 치료율’은 0.5%(w/v)에서 포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용량을 증가할 동기
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선행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
명의 용법·용량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기재된 ‘각종 기염균으로부터 발병한 결막염의 단
기치유율을 현저히 개선하여 0.5%(w/v) 레보플록사신의 종래 용법에 의한 장기 사용에
따른 내성균의 출현을 억제하고 단기 사용에 따른 기염균의 내성화도 억제하면서 부작
용의 발현율은 증대시키지 않는 효과’는 선행발명 1, 2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이질적이
고 현저한 효과이다.
2)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 2는 레보플록사신을 함유하는 안감
염증 치료용 안과용제에 관한 것으로 기술 분야가 동일하고, 효과적인 안감염증의 치
료제의 제공이라는 목적도 공통된다.
나)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은 유효성분 1.5%(w/v) 농도의
레보플록사신을 함유하는 결막염 치료용 점안제가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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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w/v) 농도의 레보플록사신을 결막염의 치료에 1회 1방울, 1일 3회 점안하는 것이
용법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용량에 선행발명 2의 용
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나아가 플루오로퀴놀론계 점안제의 용법으로 1회 1방울, 1
일 3회 점안이 공지되어 있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쉽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용법·용량을 도출할 수 있다.
다) 레보플록사신은 농도-의존성 살균작용을 나타내는 항균제이므로, 유효성분
의 농도가 3배 증가함에 따라 단기치유율이 개선되고 내성균의 출현이 억제될 것이라
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고, 1.5%(w/v) 농도 레보플록사신 점
안액의 부작용 발현율이 0.5%(w/v) 농도 레보플록사신 및 다른 플루오로퀴놀론 계열
항균제 점안액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출
원발명이 선행발명 1, 2에 비해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
1) 판단 기준
가)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
용량을 부가하는 경우에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
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투
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
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나) 의약개발 과정에서는 약효증대 및 효율적인 투여방법 등의 기술적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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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통상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
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
후2702 판결 참조).
2) 기술 분야와 목적 대비
이 사건 출원발명은 종래의 용법 또는 용량보다 단기간에 안감염증을 치유하고,
부작용의 발현율도 증대시키지 않는 새로운 용법 또는 용량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식별번호 [9] 참조), 선행발명 1은 보존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
을 예방하기 위한 보존제 없는 레보플록사신 함유 점안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요약, 식별번호 [67], 표 1 내지 3 참조), 선행발명 2는 0.5%(w/v) 농도의 레보플록사
신을 함유하는 안감염증 치료용 점안제에 관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1, 2는 기술 분야 및 목적에 공통점이 있다.
3)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의 각 대응구성은 아래와 같다.
구성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선행발명 1

요소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유효성분으로서 1.5%(w/v) 농
도의 레보플록사신 또는 그의
1

염 또는 그들의 용매화물을
함유하는 결막염 치료용 점안
제

- 퀴놀론 화합물은 약 0.1 내지 약 6.0% w/v, 바람
직하게 약 0.3 내지 4.0% w/v, 및 보다 바람직하
게 약 1.0 내지 약 3.0% w/v의 농도 하의 레보플
록사신이다(식별번호 [43]).
- 1.5%(w/v) 농도의 레복플록사신을 함유하는 제형
(식별번호 [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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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조성물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러
한 조성물을 병에 걸린 눈에, 예를 들어, 비말 형
태로 놓아둠으로써 안과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
된다(식별번호 [10]).
- 치료를 위해 고려된 안과 병태는 결막염, 각막염,
안검염, 눈물주머니염, 눈 다래끼, 및 각막 궤양을
포함한다(식별번호 [68]).
이러한 투여량은 치료받는 대상체에게서 목적하는
1안당 1방울, 1일 3회 점안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널리 공지된 기술
2

도록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에 의해 용이하게 결정될 수 있다. 의사는 1일 투여
하는 점안제

용량의 수, 용량 투여 사이의 시간, 및 조성물을 이
용한 치료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식별번호 [67]).

가) 구성요소 1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1은 ‘유효 성분으로서 1.5%(w/v) 농도의
레보플록사신 또는 그의 염 또는 그들의 용매화물을 함유하는 결막염 치료용 점안제’
이고,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1에는 유효 성분으로서 1.5%(w/v) 농도의 레보플록사신
을 함유하는 점안제가 개시되어 있고(갑 제6호증의 표 1 내지 표 3 참조), 치료받는 대
상체에게 미생물 감염의 예방, 제어 또는 관리, 및/또는 염증 및/또는 통증의 감소를
제공하는 항생제로서 유효한 양으로 약 1.0 내지 약 3.0% w/v의 농도 하의 레보플록사
신이 바람직하고, 상기 치료대상은 감염성 결막염이 가장 흔한 병태라고 기재되어 있
다(갑 제6호증의 식별번호 [43], [6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과 구성 1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선행발명 1에 개시된 레보플록사신을 포함하는 방부효
과가 개선된 다양한 농도의 제형 중에서 결막염 치료를 위한 용량으로 1.5%(w/v)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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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 수 없고, 선행발명 2의 용량은 0.5%로 구성요소 1과 상이하므로 선행발명 1, 2로
부터 ‘유효성분으로 레보플록사신 1.5%(w/v)를 함유하는 결막염 치료를 위한 점안제’가
쉽게 도출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에서 결막염 치료를 위해 1.5%(w/v) 레보플록사신을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가)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용어

‘안과

감염’은

스타필로코쿠스

(staphylococcus), 스트렙토코쿠스(streptococcus) 및/또는 엔테로코쿠스(enterococcus)
와 같은 미생물에 의해 유발된, 눈의 염증 또는 눈 주변의 염증, 예를 들어 결막의 염
증 (결막염) 및 각막의 염증 (결막염)을 지칭한다(식별번호 [26])”, “치료를 위해 고려된
안과 병태는 결막염, 각막염, 안검염, 눈물주머니염, 눈다래끼, 및 각막 궤양을 포함한
다(식별번호 [68]).”고 기재되어 있어, 선행발명 1은 레보플록사신 조성물을 사용할 수
있는 안과 질환으로 결막염을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다.
(나) 선행발명 1에는 레보플록사신 1.5%(w/v) 제형이 에이.니게르(A. Niger),
씨.알비칸스(C. albicans), 에스.아우레우스(S. aureus) 및 피.아에루기노사(P. aeruginosa)
에 대해 유효한 것이 개시되어 있고(식별번호 [81], [82], 도 2), 이 중 에스.아우레우스
(S. aureus)는 포도상구균속에 속하고 피.아에루기노사(P. aeruginosa)는 슈도모나스속에
속하는 것으로 결막염 유발 균주에 포함된다(이 사건 제2항 출원발명).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로부터 레보플록사신 1.5%(w/v) 제제가 결막염에 유효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선행발명 1에는 1.5%(w/v) 레보플록사신을 결막염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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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안과 감염증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개시되어 있고, 이와 같은 기재를 바
탕으로 선행발명 1의 1.5%(w/v) 레보플록사신을 실제 환자에게 투여하고자 하는 통상
의 기술자는 우선 적절한 투여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행발명 1에 개시된
제제를 실제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자가 적절한 투여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은 통상적
인 의약개발의 과정에서 자연히 수반되는 것이다. 갑 제10, 16호증, 을가 제4 내지 6호
증6), 을나 제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 우선권 주장일 당시 감염증
의 치료를 위해 항균제를 투여하는 경우 내성을 발현하지 않을 항균제(또는 항균제의
병용요법)를 선택하여 투여용량 및 용법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술적 과제로 인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선행발명 2의 용량과
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내성균의 발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기간만 투여한다.”
는 것이 주의사항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내성균의 발생을 억제하는 투여 용량, 용법
및 기간의 선택은 항균제 투여에 있어 기본적 기술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라) 갑 제10, 16호증, 을가 제1, 6,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출
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0.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장기투여하는 경우
내성을 보일 위험이 있다는 것과 함께 항생제를 최소유효혈중농도(MIC) 이하를 유지하
는 양을 반복 투여하거나, 최소유효혈중농도(MIC) 이상 내성균 억제농도(MPC) 이하 사
이의 농도인 내성선택역(MSW)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성균의 출현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갑 제16호증, 을가 제7, 13호증,
6) 원고는 을가 제4, 5, 9, 10호증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러 제출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의견제출기
회를 부여한 바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4, 5, 9, 10호증은 ‘1.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제를 각막궤양을 포함하는 안과 감염증에 투여하는 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그와 같은 안과용 제제에 관한 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선행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용법․용량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심사관이 제시하였던 거절이유와 주된
취지가 부합하는 주장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로 보이므로 주지관용기술을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143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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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레보플록사신을 포함하는 플로로퀴놀론계 항균제
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살균속도가 증가하는 농도-의존성 살균작용을 나타낸다는 것
을 알 수 있다(을가 제7호증, 352면).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고용량·단시간 투여에
의해 강력한 살균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내성균의 출현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선행발명 1에는 레보플록사신 1.5%, 2.0%, 3.0%(w/v)가 포함된 제형을
에이.니게르(A.Niger), 씨.알비칸스(C.albicans)에 적용하여 항미생물 유효성(APE)을 평
가한 실시예(식별번호 [84], 표 2,. 도 3 및 도 4)가 기재되어 있는데, 레보플록사신의
수준이 증가하였음에도 항미생물 유효성(APE)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이 나타나 있으
므로, 위 기재를 접한 통상의 기술자는 레보플록사신 농도가 1.5%(w/v)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항미생물 유효성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효과와 부작용은 함께 증
가하게 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효과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면 부작용이 가장 적을 것
으로 예상되는 낮은 농도인 1.5%(w/v) 제제를 선택하는데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 우선권 주장일 당시 레보플록사신의
단기치유율이 0.5%(w/v) 농도에서 포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
가 굳이 고농도인 1.5%(w/v)를 선택할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0.3%(w/v) 오플록사신7)을 투여한 결과 유효율은 95.5%, 단기치유율(저효)8)은
7) 오플록사신은 우회전성, 좌회전성 광학이성질체가 같은 양으로 이루어진 라세미체이고, 오플록사신의 광학이성질체 중 하나가
레보플록사신이다. 따라서 0.3%(w/v) 오플록사신은 0.15%(w/v)의 레보플록사신을 포함하게 된다.
8) ‘저효’의 판단기준은 기염균의 소실이 4일째 관찰 내원일 이내에 또한 주증상 소실일이 8일째 관찰 내원일 이내인 것(갑 제8
호증, 1384면 표 3, 갑 제9호증 125면 표3)으로 이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단기 치유 판단기준인 ‘점안 3일째를 기준일로 하
는 관찰일(제2회 관찰일)까지 점안 개시일(첫회 관찰일)에 검출된 균(추정 기염균)이 소실되고, 점안 7일째를 기준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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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인데(갑 제9호증), 0.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투여한 결과 유효율은
97.6%, 단기치유율(저효)은 50.4%이므로(갑 제8호증), 레보플록사신의 농도가 3.3배 이
상 증가하였음에도 단기치유율이 오히려 감소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 우선권 주장일
당시 레보플록사신 농도를 0.5%(w/v) 이상으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단기치유율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비교하고 있는 레보플록사신의 단기치유율은 별도로 실시된 임
상시험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고, 플루오로퀴놀론계 항균
제를 포함하는 농도의존성 항균제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살균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는 것이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플루오로퀴놀론계 항균제인 레보플록사신의 단기치유율이 0.5%(w/v)에서 포화되어 농
도가 증가하더라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는 ‘1안당 1방울 1일 3회 점안되도록 이용하는 것’이라는 투여 용법
을 한정한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위와 같은 투여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는 점에서 차이(이하 ‘이 사건 차이점’이라 한다)가 있다.
다) 이 사건 차이점의 용이 극복 여부
선행발명들에 개시된 사항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 알려져
있던 퀴놀론계 약물의 투여 용법, 레보플록사신의 약효와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통상
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와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관찰일(제3회 관찰일)에 안지(안분비) 및 충혈중 담당의가 주증상으로 판단한 것이 소실되어 있는 경우(스코어가 0점으로 되
어 있는 경우)’(식별번호 [74])와 사실상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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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당 1방울, 1일 3회’ 투여용법을 도출해 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점안제의 투여량과 투여 사이의 시간과 관련하
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식별번호 [67]) 전술된 조성물의 투여량 수준은 관련된 특별한 적용, 이용된 특별한 퀴놀
론 성분, 조성물 중의 퀴놀론 성분의 농도, 감염의 중증도 및/또는 치료에 대한 대상체의
반응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수많은 요인에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투여량은
치료받는 대상체에게서 목적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널리 공지된 기술에 의
해 용이하게 결정될 수 있다. 의사는 1일 투여 용량의 수, 용량 투여 사이의 시간, 및 조성
물을 이용한 치료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1.5%(w/v) 레보플록사신을 결막염 치료
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에 알려진 레보플록사신 또는 퀴놀
론계 항균제의 투여 용법 등을 참작할 것으로 보인다.
(2) 선행발명 1, 2의 명세서, 을가 제5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레보플록사신
항균제를 결막염뿐만 아니라 각막염의 치료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레보플록사신을 비롯하여 다른 플루오로
퀴놀론 계열 점안제의 결막염, 각막궤양 등의 안감염증에 유효한 1일 투여 용량의 수,
용량 투여 사이의 시간, 및 조성물을 이용한 치료 기간 등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
양한 투여 용량과 투여 용법 사례가 존재하고 있었다.

의약품 제품명

허가일

용법용량

레보스타 점안액

2007. 5. 8.

안검염, 맥립종, 누낭염, 결막염, 검판선염, 각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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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w/v) 농도의

각막궤양, 안과 수술시의 무균화요법: 1회 1방울,

레보플록사신 수화물]

1일 3회 점안

(선행발명 2)
가티플로점안액
(카티플록사신수화물)9)

2005. 5. 25.

통상 1회 1방울 1일 3회 점안 (적절히 증감)한다
세균성 결막염, 검판선염, 각막염(각막궤양 포함):

아이목스점안액0.5%
(목시플록사신염산염)

세균성 결막염, 검판선염, 각막염(각막궤양 포함):

2009.12. 23.

통상 1회 1적, 1일 3회 점안한다. 증상에 따라
적의 증감한다.

10)

에펙신점안액

1회 1방울, 1일 3회 점안(도포)한다.

1994. 8. 16.

(오플록사신)11)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안과용 플루오로퀴놀론 리뷰(을가 제5호증의 7면)의 투여량
약물

시프로플록사신
0.3%
용액(Ciloxan)

안검염 또는 결막염에 대한

각막 궤양에 대한 적절한

투여량

점안 투여량

- 2일간 깨어있는 동안 2 시

- 1일째: 6 시간동안 15 분마

간마다 1~2 방울 점안
- 이후 7일간 깨어있는 동안
4 시간마다 1~2 방울 점

다 2 방울 점안, 이후 30

가용량

2.5, 5 및
10 mL

분마다 점안;
- 2일째: 1 시간마다 2 방울
점안

안

- 3~14일째: 4 시간마다 2
방울 점안
시프로플록사신
3 mg/g
연고(Ciloxan)

3.5

- 2일간 1일 3회 1/2 인치
도포
- 이후 5일간 1일 2회 1/2

-

튜브

인치 도포
가티플록사신
0.3%

- 2일간 깨어있는 동안 2 시
간마다 1 방울 점안(최대 8

9) 을가 제3호증의 1
10) 을가 제3호증의 2
11) 을가 제3호증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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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L

gm

용액(Zymar)

회)
- 이후 5일간 1일 4회 1 방
울 점안

레보플록사신
0.5%
용액(Quixin)

5 mL

- 2일간 깨어있는 동안 2 시
간마다 1~2 방울 점안(최
대 8회)

-

- 이후 5일간 깨어있는 동안
4시간마다 1~2 방울 점안
(최대 4회)

- 1~3일째: 깨어있는 동안

레보플록사신
1.5%

30 분에서 2 시간마다 그

용액(Iquix)

리고 잠자리에 든 후 4~6
시간마다

감염된

5 mL

눈에

1~2 방울 점안

-

- 4일째부터 치료 종료시까
지:

깨어있는 동안 1~4

시간마다

감염된

눈에

1~2 방울 점안
3 mL

목시플록사신
0.5%

7일간 1일 3회 1방울씩 점안

-

- 2일간 2~4 시간마다 1~2

- 2일간 깨어있는 동안(4~6

용액(Vigamox)
오플록사신
0.3%
용액(Ocuflox)

시간 동안 수면) 30 분마

방울 점안
- 이후 5일간 1일 4회 1~2

5 및 10
mL

다 1~2 방울 점안
- 이후 5~7일간 1 시간마다

방울 점안

1~2 방울 점안
- 7일 내지 9일째 이후에는
1일 4회 1~2 방울로 감소
가능

(4) 한편 위 표들의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결막염과 각막염 또
는 각막궤양에 대해 동일한 투여 용량과 투여 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레보스타 점안
액, 가티플로점안액, 아이목스점안액 등), 적응증에 따라 용법을 달리하여 투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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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시프로플록사신 0.3% 용액(Ciloxan), 오플록사신 0.3% 용액(Ocuflox) 등].
(5) 레보플록사신은 국소투여 플루오로퀴놀론 항균제 중 방수 용해도가 가장
높은 약물이라는 것과 국소항생제 효과를 평가할 때 안구표면 전안방내 및 혈청 항균
제 수준, 안방수(眼房水, aqueous humor)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한다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을가 제4호증).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1.5%(w/v) 레보플록사신을 결막염 치료용
으로 투여하기 위하여 ‘투여 용량’ 및 ‘투여 주기’를 결정함에 있어 대상으로 하는 조직
부위의 단위 시간별 농도의 변화를 관찰하여 투여 주기를 결정하는 것은 통상의 창작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6) 따라서 감염의 종류와 정도, 안구의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할 때 각막궤양에
사용되던 항균제를 결막염에 투여하는 경우 투여빈도 또는 투여량을 그대로 유지하거
나 적절하게 변경하여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 출원발명 우선권 주장
일 전에 알려져 있었으므로, 선행발명 1에 개시된 1.5%(w/v) 레보플록사신을 결막염에
적용하고자 하는 통상의 기술자는 적절한 투여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종래에 알려
진 결막염과 각막염에 대한 투여주기와 투여량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거나 이를 변경
시켜 ‘1안당 1방울, 1일 3회’ 투여용법을 도출하는데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
렵다.
4) 효과의 이질성 또는 현저성 여부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 및 부작용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효과는
0.5%(w/v) 레보플록사신을 1안당 1방울, 1일 3회 점안하는 경우에 비하여 ① 단기간에
안감염증을 치료하고, ② 0.5%(w/v) 레보플록사신의 종래 용법 또는 용량의 장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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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생기는 내성균의 출현을 억제하고, 종래 용법 또는 용량의 단기 사용을 원인
으로 하는 안감염증 기염군의 내성화를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면서도, ③ 부작용
의 발현율은 증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결막염에 0.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
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1.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사용하는 경우의 효과
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선행발명 1에 개시된 바와 같이 ‘1.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결막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투여용법으로 ‘1안당 1방울, 1일 3회’의
투여용법을 선택하는 경우 다른 투여용법에 비하여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발생
한다는 점에 대한 기재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이
‘1.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의 결막염 용도’가 이미 개시된 선행발명 1과 비교하여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령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효과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특정하고 있는 투여용법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가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약효의 향상이나 부작용의 감소 등 현저한 효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단기치유율 개선 및 내성균의 출현 억제 효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보플록사신은 농도가 높을수록 살균 속도가 빨
라지는 농도의존성 살균작용을 나타내는 약물이므로 선행발명 2를 포함한 낮은 농도의
레보플록사신을 투여하는 경우에 비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살균 속도가 빨라
지고 잔존 세균수가 감소함으로써 단기치유율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내성균 출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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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염증 기염군의 내성화가 방지되거나 억제될 것이라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효과에 불과하다(을가 제4호증의 59면, 을가 제7호증의 352면, 을가
제13호증의 753면, 758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도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얻어진 단기치유율
(갑 제8, 9호증)을 단순히 비교하여 레보플록사신의 유효율과 단기치유율의 관계를 도
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9, 11호증에 기재된 0.3% 오플록사신과 0.3% 가티
플록사신의 유효율, 단기치유율, 결막이행량의 수치는 상이한 약제의 유효율, 단기치유
율, 결막이행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동일한 유효성분의 농도가 증
가하는 경우에도 단기치유율이 유효율 또는 결막 이행량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
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부작용 관련 효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는 쉽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부
작용 발현율이 선행발명 2 또는 다른 플로오로퀴놀론계 항균제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부작용
발현 측면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5% 내지 15%의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안
구에 점안하였을 때, 안구 각막에서의 최종 농도로서 레보플록사신을 10ng/㎖, 100ng/
㎖, 1㎍/㎖, 10㎍/㎖, 100㎍/㎖ 및 1㎎/㎖의 농도로 인간 각막 간질 세포 세포 배양물에
부가하는 인간 각막 간질 세포 생물학적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레보플록사신 조성물의
안구 독성 또는 자극을 평가하였는데(식별번호 [60], [61], [89] 내지 [92]), 그 결과 모
든 제형이 거의 동등한 수준의 인간 각막 간질 세포 생체적합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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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별번호 [96], 도 9 내지 12)하였다.
② 을가 제5호증에는 1.5%(w/v) 레보플록사신 점안액을 각막궤양에 1~3
일째에는 깨어있는 동안 1~2방울을 매 30분~2시간마다 잠자리에 든 후 4~6시간마다
감염된 눈에 점안하고 4일째부터 치료 종료 시까지 깨어있는 동안 감염된 눈에 1~2방
울 점안하는 용법으로 허가받았으며(7면, 용량), ‘불편함/통증’, ‘부종’, ‘이물감’, ‘가려
움’, ‘결막 충혈’, ‘일시적 작열감’과 같은 다양한 항목의 부작용(Adverse effect)이
0.5%(w/v) 레보플록사신 또는 다른 퀴놀론계 항균제 점안액과 큰 차이가 없음이 개시
되어 있다(을가 제5호증의 5면). 따라서 1.5%(w/v) 레보플록사신을 이 사건 제1항 출원
발명의 투여방법보다 더욱 자주 투여한 경우에도 큰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 우선권 주장일 전에 공지된 용도인
각막궤양에 1.5%(w/v) 레보플록사신을 투여하는 경우 두통 및 미각장애가 8~10% 발생
하는 것(갑 제19호증)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모든 부작용의 발현율이
1.3% 정도(갑 제1호증, 표 3)에 불과하므로 현저한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갑 제19호증에 기재된 IQUIX(레보플록사신 1.5% 용액)에 관한
8~10% 두통이나 미각장애 부작용은 ‘각막궤양에 1~3일째에는 깨어있는 동안 1~2방울
을 매 30분~2시간마다 잠자리에 든 후 4~6시간마다 감염된 눈에 점안하고 4일째부터
치료 종료 시까지 깨어있는 동안 감염된 눈에 1~2방울 점안하는 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보고된 것인데, 그와 같은 보고에도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의약품 승인이 이루어지고 유지된 점에 비추어 보면, 현저하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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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동일한
약품을 각막궤양과 결막염에 모두 적용하는 경우 결막염에 대해서는 각막궤양에 비해
투여 용량이나 투여 빈도를 감소시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출원
발명과 같이 투여 횟수가 감소하면 두통이나 미각장애 부작용 발현율이 낮아지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레보플록사신 점안액
투여 후에 관찰된 모든 자각 증상의 발현 또는 악화, 및 담당 의사가 의학적으로 유해
하다고 판단한 모든 타각 소견의 발현 또는 악화중, 레보플록사신 점안액과의 인과 관
계를 명확히 부정할 수 없는 것을 부작용으로 하였다(식별번호 [77]).’라고 기재되어 있
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부작용에 두통, 미각장애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1, 2에 비해 부작용에 있어 현
저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검토 결과 정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
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출원에서 청구범
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
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진보성
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거절결정은
결국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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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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