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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2018. 6. 27. 2017원550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1회당 100~200 단위의 PTH가 주 1회 투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H 함유 골다공증 치료/예방제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2010. 9. 8./ 2009. 9. 9./ 제10-2012-7005972호
3) 청구범위(2017. 7. 17.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1)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2) 기존의 골절이 있으며, 또한 (3) 골밀도
가 청년 성인 평균치의 80％ 미만이거나 또는 골위축도가 위축도 I도 이상이거나 또는
둘 다인[이하 위 (1) 내지 (3) 기재 대상환자 조건을 통틀어 ‘구성요소 1’이라 한다), 20
0 단위의 PTH의 반복 투여를 필요로 하는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골다공증 환자의 신
규 추체 골절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제로서1), 1회당 200 단위의 PTH가 주 1회 투여되
고, PTH를 유효 성분으로서 함유하는(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골다공증 환자의 신규 추체 골절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제(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청구항 2】(삭제)
4) 발명의 주요 내용
1) 밑줄이 그어지지 아니한 부분은 후술하는 구성요소 2 내지 4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별도 구성요소로 분설하지 아
니한다.
2) 비타민, 호르몬 그 밖의 의약품 등의 생리 활성 물질에 관한 그 역가(力價)를 통일, 표시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결정, 승인된 실용단위를 말한다. 호르몬 중에서도 뇌하수체후엽호르몬․인슐린․성호르몬․부신피질호르몬․발
정호르몬 등 의약으로서 중요한 것에는 표준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그 일정량이 나타내는 생리 효과를 국제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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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PTH를 유효 성분으로서 함유하는 골다공증의 치료제 내지 예방제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PTH를 유효 성분으로서 함유하는 골절 억제 내지 예방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1회당 100∼200 단위2)의 PTH가 주 1회 투여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상기 약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2] 골다공증은 「골강도의 저하를 특징으로 하며, 골절의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는 질
환」이다. 현재, 골다공증의 치료제의 하나로서 PTH(Parathyroid Hormone;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가 알려져 있다.
[0003] PTH는, 칼시토닌류나 비타민 D류와 함께, 혈중 칼슘 농도의 조절에 관여하는 호
르몬이다. 예컨대, PTH는, 생체 내에 있어서, 신장에서의 활성형 비타민 D3 생성을 증가시
킴으로써, 장관에서의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작용을 갖는 것도 알려져 있다(비특허문헌 1).
[0004] 특허문헌 1은, 골다공증 환자에 대하여 1주일에 1회의 빈도로 26주간의 투여 기
간에 걸쳐 1회의 투여당 100 또는 200 단위의 PTH를 피하 투여함으로써, 해당 골다공증 환
자의 해면골의 골밀도를 증가시키며 또한 피질골의 골밀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골다공증의
치료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0005] 이와 같이, 특허문헌 1은, 이들 치료 방법이 단순히 골밀도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
을 개시하는 한편, 골다공증 환자의 골강도를 증대시키는 것 또는 골절의 리스크를 경감시
키는 것이 가능한 치료 방법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는다.
[0008] 이와 같이 비특허문헌 1~3은, PTH의 골다공증 치료에서 고칼슘 혈증의 부작용
사례 등을 개시하고 있어, 이들에 개시된 치료 방법은 안전성의 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0009] 이러한 배경 아래, 안전성이 높으며 또는 효능․효과의 면에서 우수한 PTH에 의한
골다공증 치료 방법이 요구되고 있었다.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발정호르몬에서는 결정 에스트론 1mg이 쥐의 암컷에 미치는 발정 효과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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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 본 발명의 과제는 안전성이 높으며 또한 효능·효과의 면에서 우수한 PTH에 의한
골다공증 치료 내지 예방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과제는 안정성이 높은
PTH에 의한 골절 억제 내지 예방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3]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자들은 예의 연구 개발을 거듭한 결과, 놀랍
게도, PTH의 투여량·투여 간격을 한정함으로써, 효능·효과 및 안전성의 양면에서 우수한 골
다공증 치료 내지 예방 방법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PTH의 투여량·투여 간격을 특
정함으로써, 안정성이 높은 골절 억제/예방 방법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들 방법
에 있어서, 고위험 환자에 대하여 특히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발견하였다.
[0051]~[0054] 1회당 100∼200 단위의 PTH가 주 1회 투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TH를
유효 성분으로서 함유하는 골다공증 치료 내지 예방제로서, 하기 (1)∼(3)의 모든 조건을 만
족하는 골다공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골다공증 치료 내지 예방제:
(1) 연령이 65세 이상이다.
(2) 기존의 골절이 있다.
(3) 골밀도가 청년 성인 평균치의 80％ 미만 및/또는 골위축도가 위축도 I도 이상이다.
[0082] 본원 명세서에 있어서, 인간 PTH(n-m)이라고 할 때에는, 인간 PTH(1-84)의 아미노
산 서열 제n번째부터 제m번째까지로 이루어지는 부분 아미노산 서열로 나타내어지는 펩티
드를 의미한다. 예컨대, 인간 PTH(1-34)는, 인간 PTH(1-84)의 아미노산 서열 제1번째부터 제
34번째까지로 이루어지는 부분 아미노산 서열로 나타내어지는 펩티드를 의미한다.
[0103] 따라서, 본 발명은, 그 투여량으로서, 1회당 100∼200 단위인 것을 특징의 하나로
한다. 여기서 PTH의 1 단위량은, 자체 공지의 활성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 가능하다(비특허
문헌 9). 투여량으로서, 바람직하게 1회당 100 또는 200 단위, 가장 바람직하게 1회당 200
단위가 예시된다.
[0109] 본 발명에 따른 골다공증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원발성 골다공증 및 속발성
골다공증 모두를 포함한다. (중략) 본 발명에 따른 골다공증으로서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골
다공증을 바람직하게 예시할 수 있다.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골다공증에의 본 발명의 적응
은 하기의 고위험 환자에의 본 발명의 적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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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본 발명자들은, 원발성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 있어서, 본 발
명의 효과·효능이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실시예 1∼2).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골다공증으로
서 바람직하게 원발성 골다공증을 예시할 수 있고, 가장 바람직하게 퇴행기 골다공증을 예
시할 수 있다.
실시예
실시예 1
[0179] 표 6, 7에 고위험자, 저위험자 따로 해서, 투여군별의 신규 추체3) 골절 발생의 결과
를 나타내었다. 고위험자에게 있어서는, 100 단위 투여군은 5 단위 투여군에 비하여 골절
발생은 유의하게 낮았다(p<0.05). 한편 저위험자에게 있어서는, 군간에서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p>0.05).
표 6

표 7

[0182] 표 8, 9에 고위험자, 저위험자 따로 해서, 투여군별의 26주마다의 신규 추체 골절
발생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고위험자에게 있어서는, 100 단위 투여군은 5 단위 투여군에 비
하여, 26주후부터 골절 발생을 억제하였다. 한편, 저위험자에게 있어서는 군 간의 차는 보이
지 않았다.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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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실시예 2
(I) 신규 추체 골절 발생률의 경시 변화에 대한 피험약 투여의 영향
[0292]~[0294] 피험약 투여군을 「PTH 200군」, 대조약 투여군을 「P군」으로 표기하였다.
표 34

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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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도 3

[0295] 상기 표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반년마다 신규 추체 골절 발생률은, P군에서는, 어
느 구간도 약 5％로 거의 일정하였다. 그에 대하여, PTH 200군에서는, 투여 기간이 길어짐
에 따라 구간마다 발생률이 저하하고 있으며, 48주를 넘고나서의 신규 추체 골절의 발생은
없었다. 또한, PTH 200군의 신규 추체 골절 발생률은, 24주 이내, 24주∼48주, 48주∼72주
중 어떤 구간에서도 P군보다 낮고, 플라시보에 대한 상대 리스크 감소율(Relative Risk Redu
ction; RRR)은 투여를 계속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본 제 200 단위의 주 1회 투여
는, 신규 추체 골절의 발생을 조기부터 억제하며, 24주 후에는 이미 골절 발생 리스크를 플
라시보에 대하여 53.9％ 저하시켰다. 또한, 본 제에 따른 골절 억제 효과는, 투여와 함께 증
강하는 경향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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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6] 그 외, 골절 시험의 FAS에서, Kaplan-Meier 추정법에 따른 72주 후의 추체 골절(신
규+악화) 발생률은, PTH 200군 3.5％, P군이 16.3％이며, 본 제 200 단위의 발생률은 플라
시보군보다 낮았다(logrank 검정, p<0.0001). 또한, 본 제 200 단위는, 72주 후에는, 추체 골
절(신규+악화)의 발생 리스크를 플라시보에 비하여 78.6％ 저하시켰다. 반년마다의 추체 골
절(신규 악화) 발생률을 군간에서 비교하면, 24주 이내, 24주∼48주, 48주∼72주 중 어느 구
간에서도, PTH 200군의 발생률은 P군보다 낮았다.

나. 선행발명(을 제3호증)4)
1996. 3. 19.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 8-73376호에 게재된 ‘골다공증 치
료약’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래기술
[0007] PTH의 골다공증에 대한 임상시험에 대해서 Reeve들은 21명의 골다공증 환자에게
hPTH(1-34) 500 단위(100㎍)를 6~12개월간 연일 피하 투여했다. 이 치료에 따라 장골 해면
골의 현저한 증가를 인정했지만, 한편으로 피질골의 감소를 가져왔다. 즉 전체적으로의 칼
슘 밸런스는 변함없었던 것으로부터 PTH를 단독으로 연일 투여했을 경우에는 피질골로부터
해면골로의 칼슘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해면골은 증가시키지만 피질골을 감소시킨다고 생각
되어 골다공증의 치료에는 적어도 PTH 단독으로는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인식되었다. 이것
은 이후의 연구시험에 있어서 PTH는 단독으로는 없고 활성형 비타민 D, 칼시토닌 또는 에
스트로겐과의 병용이 시도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하여 사용한 물질의 αmg이 이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이 물질의 αmg은 1 IU의 역가를 가지는 것으
로 한다(과학백과사전).
3) 추체(椎體)는 척추뼈몸통(body of vertebrae)이라고도 하며, 인체해부학에서 척추뼈의 가장 큰 원통형 구조물이
다. 윗면과 아랫면은 납작하고 거칠고, 둘레를 따라 테가 있으며, 척추원반(추간판, intervertebral disc)과 접한다
(위키백과).

4) 이 사건 심결에서 비교대상발명으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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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8]~[0009] 상술과 같이 PTH의 단독 투여에 의해 골다공증 치료가 유효하게 할 수
있는지가 반드시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곤란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며, 나아가
주 1회의 특정량의 간헐 피하 투여에 따라 골량 저하를 보이지 않고, 골다공증 치료가 유효
하게 할 수 있는지 전혀 보증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 전술한 것처럼 종래의 어느 시험에
있어서도 PTH는 연일 투여되고 있어 이와 같게 장기간 연일 투여하는 방법은 임상상 계속
하는 것이 곤란하고 또 환자에 있어서도 매일 주사를 놓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간편
하고 유용한 골다공증 치료제가 기대되고 있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0010] 본 발명자는 피질골을 감소시키는 것이 없고, 뛰어난 골다공증 치료 효과를 가지
며, 안전성이 높고, 나아가 장기간의 투여가 가능한 골다공증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열
심히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의외로 PTH를 주 1회의 간헐 피하 투여하는 것으로 상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확인해 본 발명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즉, 본 발명은 PTH를 함유하는 골다
공증 치료용의 간헐 투여 주사용 제재에 있어서 1회의 투여당 100~200 단위의

PTH를 1

주간에 1회의 간헐 피하 투여하기 위한 상기 제재이다.
[0011] 본 발명에서는 PTH로서 소, 돼지, 사람, 쥐 및 닭의 천연형 PTH, 혹은 PTH의 활
성 프래그먼트인 사람 PTH(1-34)가 예시되지만, 특히 바람직하게는 사람 PTH(1-34)를 들 수
있다 (중략) 본 발명에 제재에서는 1회의 투여당 상용량으로서 100~200 단위의 PTH를 1주
간에 1회의 간헐 피하 투여할 수 있으면 그 효과가 인정된다. 보통, 200 단위를 넘는 투여
량에서는 열감 등의 순환기계, 구역질 등의 소화기계의 부작용등이 나오기 쉬워지므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실시예
[0014] 실시예 1 인간 PTH(1-34) 3.51㎎와 수크로오스 13g 및 식염 650㎎을 주사용 증
류수 650㎖에 용해해 그 다음에 제균 필터를 통한 후, 1 유리병 당 0.5㎖씩 충진해 동결건
조한다. 유리병을 질소 충진 후, 고무마개를 이용해 밀봉해 사람 PTH(1-34)를 5단위 함유하
는 주사제를 얻었다. 또 사람 PTH(1-34) 108㎎과 수크로오스 30g 및 식염 1.5g을 주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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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수 1500㎖에 용해해 같은 방법으로 사람 PTH(1-34)를 100단위 함유하는 주사제를 얻었
다. 이후, 본 주사제를 용시 용해해 이하의 실시예로 이용했다.
[0015] 실시예 2 퇴행기 골다공증이라고 진단된 환자(후생성 「노인성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법에 관하는 종합 연구반」이 정하는 진단 기준으로 4점(거의 확실)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 5, 100 혹은 200 단위의 사람 PTH(1-34)를 각각 주에 1회 피하 투여했다. 5 또는 1
00 단위 투여군은 1 유리병 중에 사람 PTH(1-34)를 5 또는 100 단위 함유하는 주사용 제재
를 생리 식염수 1㎖에 용시 용해해 투여했다. 또 200 단위 투여군은 100 단위 함유하는 주
사용 제재 2개를 생리 식염수 1㎖에 용시 용해해 투여했다. 각 군 6명의 환자에 대해서 투
여해 투여 기간은 26주간(약 6개월)으로 했다. 그 환자 배경은 표 1에 나타내는 대로이다.
[00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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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9]

[0020]

[0021]

[0022] 표 및 도면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골다공증 환자에게 사람 PTH(1-34)를 간헐 투
여하는 것으로써 100, 200 단위와 용량 의존적으로 요추 해면골의 골밀도를 증가시켰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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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골의 골밀도는 어느 투여량에 있어서도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즉, 본 발명의 간헐 투여
제재에 의하면, 해면골의 골밀도를 증가시켜 피질골의 골밀도에 대해서도 감소시키는 것이
없는 유용한 골다공증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이 사건 거절결정 및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5)은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거나(청구항 1 내지 25) 그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청구항 26)’는 이유
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갑 제2호증의 1). 이에 원고는 2014. 2. 24. 이 사건 출원발
명의 청구항 1 내지 3의 구성을 추가로 한정하고, 청구항 4 내지 26을 삭제하는 보정
을 하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
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4. 7. 21. 원고의 위 보정 및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청구항 1 내지 3은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2). 원고는 2014. 10. 2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2, 3을 삭제하고 청구
항 1을 한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1.
20. 이 사건 출원발명의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사 후 거절
결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3). 이에 원고는 2015. 2. 5. 특허심판원에 2015원604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 9. 22. ‘비교대상발명
이 200 단위의 PTH를 투여하는 대상으로 65세 이상, 골절, 골밀도 저하의 요소를 갖
는 환자를 선택하는 것에 관하여 개시하고 있는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신
규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특허청 심
사관에게 보내어 다시 심사에 부치는 내용의 청구인용 심결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4).
2)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여 2016. 10. 19. 원
5) 최초 보정 전 청구범위로서 청구항 1 내지 26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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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
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갑 제2호증의 5). 이에 원고는 2017. 2. 16. 이 사건 출원발
명의 청구항 1을 보정하고(보정 전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골다공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골다공증 치료 또는 예방제’를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골다
공증 환자의 골절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제’로 보정), 청구항 1의 종속항으로서 ‘상기
골절은 신규 추체 골절인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을 억제하기 위
한 치료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청구항 2를 신설하는 보정을 하면서(을 제1호증의 6)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특허청 심사관은 2017. 4. 17.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의 진보성 부정에
관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갑 제2호증의 6), 원고
는 다시 2017. 7. 17. 청구항 2의 내용을 청구항 1에 추가하고, 기존 청구항 2를 삭제
하는 내용의 보정서(갑 제3호증) 및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에 대해 다투었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8. 18. 진보성 부정에 관한 거절이유가 해
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사 후 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7).
4) 이에 원고는 2017. 11. 25. 특허심판원에 2017원5503으로 위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8. 6. 27. “치료 대상을 특정 조건으로 한정
한 것은 골절 항목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히 선택한 ‘골절 위험성이 높은 골다공
증 환자’의 한 구체적인 예시에 불과해 보이며, 의약용도와 관련한 한정은 선행발명과
뚜렷이 구별되는 다른 대상 질환을 발견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효과 또한
선행발명에 비해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라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
행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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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
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갑 제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1(대상환자 조건)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및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구성이 아니다.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3(신규 추체 골절 억제 용도)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개시된 골밀도 증가효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구성이 아니다.
3) 골다공증으로 인한 신규 추체 골절의 억제는 골다공증 치료 분야에서 매우 높
은 임상적 의의를 갖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은 구성요소 1의 환자군에서 용량 의존적
으로 탁월한 신규 추체 골절 억제 효과를 가지며, 나아가 종래의 골다공증 치료제에
비해서도 현저히 우수한 효과를 가진다.
4)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는 구성들
이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
는 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는 진보한 발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취소되
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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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우선일 당시의 주지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 가능한 것이고 효과에 있어서도 예측할 수 없는 현저
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구성요소

1

이 사건 출원발명

선행발명(을 제3호증)

(1)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퇴행기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환자

(2) 기존의 골절이 있으며, 또한

(후생성 ‘노인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

(3) 골밀도가 청년 성인 평균치의 8 료법에 관한 종합 연구반’이 규정하는
0％ 미만이거나 또는 골위축도가 위 진단 기준으로 4점(거의 확실) 이상인
축도 I도 이상이거나 또는 둘 다인,
1회당 200 단위의 PTH가 주 1회 투

2

여되고, PTH를 유효 성분으로서 함유
하는

- 200 단위의 인간 PTH(1-34)를 각각
주에 1회 피하 투여(26주간 투여)(실
시예 2)
- 인간 PTH(1-34)(실시예 1, 2)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골다공증 환자
3

환자)(실시예 2)

의 신규 추체 골절을 억제하기 위한 치
료제

요추 해면골의 골밀도 증가에 의한 골
다공증 치료(표 3 및 4, 효과)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1)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은 대상환자 조건을 ‘조건 (1) 내지 (3)’을 만족하는 환자로 그 대상
환자군을 특정한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에는 ‘퇴행기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환
자(후생성「노인성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법에 관하는 종합 연구반」이 정하는 진단
기준으로 4점(거의 확인실)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요추 해면골의 골밀도 변화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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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실험예가 개시되어 있다(실시예 2).
위 양 대응 구성은 연령, 골절 여부 등 위 요건 (1) 내지 (3)의 명시적 한정 여부
에 있어 일응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2)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는 유효성분, 투여용법 및 투여용량에 관한 것으로서, ‘1회당 200 단위
의 PTH가 주 1회 투여되고, PTH를 유효 성분으로서 함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
다.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은 200 단위의 인간 PTH(1-34)를 각각 주 1회 투여하는
실험예를 개시하고 있다.
우선 유효성분에 관하여 보면, 선행발명의 ‘인간 PTH(1-34)’는 구성요소 2의 ‘PTH'
에 비하여 인간형이라는 점, 구성 아미노산의 수가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을
뿐 구성요소 2인 ’PTH'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양 발명의 대응
구성은 서로 동일하다. 나머지 투여용법 및 투여용량은 서로 문언적으로 동일하고, 당
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따라서 위 양 대응 구성은 서로 동일하다.
3)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골다공증 치료를 의약용도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3은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골다공증 환자의 신규 추체 골절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제’라고 특정한 반면, 선행발명은 ‘요추 해면골의 골밀도 증가’에 의
해 골다공증을 치료한다고 개시되어 있는 점에 일응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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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등
1) 차이점 1
가) 차이점 1은 구성요소 1이 그 대상을 구성요소 1의 ⑴ 내지 ⑶의 모든 조건
을 만족하는 환자로 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이 그 대상을 퇴행기 골다공
증이라고 진단된 환자 즉, 후생성 「노인성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법에 관하는 종합
연구반」이 정하는 진단 기준으로 4점(거의 확실) 이상의 환자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이 구성요소 1에서 한정하고 있는 환자는 선행발명의 대상 환자와 겹치
거나, 우선일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과 이 기술분야의 주지의 사실로부터 용
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차이점 1의 구성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
할 수 있는 것이다.
① 선행발명은 퇴행기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환자(노인성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법에 관한 종합 연구반이 규정하는 진단 기준으로 4점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 그 진단 기준(을 제9호증)에 의하면 4점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골부피(골량)가
감소하고(+3), 골절이 1개 있는 조건을 만족하고(+1), 55세 미만의 여성이 아니거나 75
세 미만의 남성이 아닌 조건을 만족하면 4점이 되므로, 선행발명도 이 사건 출원발명
의 조건 ⑴ 내지 ⑶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를 포함하고 있다(원고 주장처럼 진단 기준
으로 4점 이상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합도 가능하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⑴
내지 ⑶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도 4점 이상을 만족하므로 선행발명의 대상환자
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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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따른 골다공증으로서 바람직하게 원발성 골다공증을 예시할 수 있고, 가장 바람
직하게 퇴행기 골다공증을 예시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식별번호 <110>). 따라
서 양 발명의 대상 환자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 당시 공개된 선행문헌인 을 제8호증의 골다공증
진단기준에 의하면 골밀도가 청년 성인 평균치의 80% 미만이거나 골위축도가 I도 이상
이고, 골절이 있으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고, 골절이 없더라도 골밀도가 청년 성인 평
균치의 70% 미만이거나 골위축도가 II도 이상이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구성요소 1 중 ⑵ 및 ⑶은 단지 골다공증 환자의 진단기준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65세 이후 골다공증의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골량이 골절역치 이하
로 감소하며(을 제4호증, 77면 도 1) 국립 골다공증 재단 등에서는 65세 이후 모든 여
성에게 골밀도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제7호증, 100면 좌측 열 마지막 단락)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주지의 사실이므로, 환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한정
하는 조건 ⑴을 도출하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③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인간 PTH(1-34)의 골절 억제 효과
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 골절을 가진 평균 연령 65세 이상의 골다공증 환자(즉, 조건
⑴ 내지 ⑶을 모두 충족하는 환자군)를 대상으로 한 사실도 많이 알려져 있었다[을 제
10호증의 2면 좌측 열 ‘10. 기타’ 부분의 세 번째 단락{하나 이상의 골절을 가지고
T-Score가 2.5 이하(골밀도가 청년 성인 평균치의 80% 이하를 의미)인 평균 연령 69.5
세의 폐경기 이후의 여성}, 갑 제4호증의 297면 좌측 열 ‘Test Subjects' 부분 1행 내지
우측 열 3행(골다공증 스코어의 합계가 4보다 높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골밀도가
청년 성인 평균치의 20% 미만이고 골절이 한 곳인 경우 점수가 4가 된다), 300면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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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상 환자들의 평균 연령이 모두 65세 이상이다) 참조].
2) 차이점 2
차이점 2와 관련하여,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은 ‘골다공증 치료’라
는 의약 용도를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작용 효과에 있어 구성요소 3은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골다공증 환자’의 ‘신규 추체 골절 억제’라고 규정한 반면, 선행
발명에는 ‘요추 해면골의 골밀도 증가’에 의해 골다공증을 치료한다는 내용으로 개시되
어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4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성
요소 3에서 치료 대상이 되는 골다공증의 환자를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골다공증 환
자’로 한정한 것은 골다공증 치료를 의약 용도로 하는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과 실질적
으로 동일한 한정이라 할 것이고, 그 골다공증 치료의 구체적 작용 효과를 ‘신규 추체
의 골절을 억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선행발명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효과를 확인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에 부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차이점 2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실질적인 차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골다공증은 「골강도의 저하를 특징으로
하며, 골절의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는 질환」이다.”라고 골다공증을 정의하고 있고(식
별번호 [0002]), 세계보건기구(WHO)는 골다공증을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질환으로, 결과적으로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
태가 되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는 ”골강도의 약
화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 골격계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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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증) 알 수 있듯이 골다공증이 높은 골절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
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② 골절의 위험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골밀도이고, 골강도의 70%는
골밀도에 의해 결정되는 점 및 골밀도가 1표준편자(10 ~ 12%) 저하하면 골절 리스크
는 3 ~ 4배 증가하여 골절 리스크가 골밀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등도 이 사건 출
원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다(을 제7호증). 또한 골강도는 많은 부분이
골염량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진단기준은 골염량의 많고 적음이 근거가 된
다고 하면서 골다공증의 진단은 정량이 가능한 골밀도 측정에 의해 골강도를 추정하여
평가한다(을 제8호증).
③ 위와 같은 골다공증의 정의, 골절 및 골밀도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구
성요소 3에서 ‘골다공증’을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골다공증’으로 한정한 것은 ‘골다공
증’에 수반되는 필연적 증상을 부연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보일 뿐, 새로운 의약용도로
서 부가 또는 한정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모두 20
0 단위 PTH를 주 1회 투여한다는 점에서 각 유효성분, 투여용법 및 투여용량이 서로
동일하고, 대상 환자군에 있어서도 양 발명이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환자군을 대상으
로 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구성요소 3의 ‘신규 추체 골절 억제’라
는 효과는 이미 공지된 선행발명의 내용인 ‘골다공증 환자군에게 200 단위 PTH를 주
1회 투여하여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구성’에 내재되어 있는 효과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새로운 의약용도로서 부가 또는 한정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
이며, 이는 선행발명에서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작용 기작으로 ‘요추 해면골의 골밀도
증가’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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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골절 리스크의 감소에 골밀도의 증가가 미치는 영향
은 제한적이고, 골밀도와 골절률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행발명으로부터 신
규 추체 골절 억제 효과가 예측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성요소 3의 ‘신규 추체 골절 억제’라는 효과가 선행발명에 내재되
어 있는 효과를 확인한 것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설령 위 ‘신규 추체 골절 억제’를 별도의 용도 또는 효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골다공증의 골절 및 골밀도 상관관계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의 ‘요추 해면골의 골밀도 증가’로
부터 골다공증에 의한 신규 추체 골절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가 있으리라는 점도 용이
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선행발명으로부터 신규 추체 골절 억제 효과가
예측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i)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골다공증 기술분야의 관련 논문에 ‘B
MD(골밀도)의 증가를 예상을 훨씬 웃돌 정도로 유도하는 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화물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골절 발생율을 감소시킬 수 없고 골통 등의 부
작용을 야기한다.’6), ‘골절의 양적 변화를 반영하는 BMD(골밀도)의 증가는 골절의 한
가지 요소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과거 여러 항골흡수 억제제 사용 후 골절 위
험율 감소와 골량의 변화가 항상 일정하게 비례하지 않는 사실로 증명되었다. (중략)
골량과 골절율 불일치 증가의 대표적인 증례는 불소 치료로, 불소 치료에 의한 골밀도
변화와 골절과의 관계는 폐경 후 여성에서 불소 치료는 척추골밀도가 dxa 검사 결과
6) 갑 제4호증("Effect of an Intermittent Weekly Dose of Human Parathyroid Hormone(1-34) on Osteoporosis: A
Randomized Double-Masked Prospective Study Using Three Dose Levels', Fujiuta 등, Osteoporosis International, 1999
Inter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and 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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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목할 만한 증가가 있었으나 1년 후 골절의 예방율이 대조군에 비해 낮지 못하고 4년
이후에도 대조군에 비해 골절 예방에 유의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골밀도 증가에도 불
구하고 골절율 예방이 낮은 사실은 골밀도만으로 골절을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
영하며...(중략)...즉, 골밀도 증가가 골절률 감소를 100% 반영할 수 없다.’7)라고 기재되
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골밀도와 골절률 불일치 사례는 위 구체
적 기재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불화물 등 특정 사례에 한정되는 것으
로 보인다.
(ii) 또한, 위 관련 논문(갑 제4호증의 1)의 다른 부분에는 ‘인간 PTH(1-34)
가 중수골(피질골)의 골밀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요추 BMD(해면골)를, 48주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유의하게 용량 의존성으로 증가시켰으므로, 인간 PTH(1-34)에 의한 골다
공증 치료는 매우 장래 유망하다고 생각된다’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골밀도 증가가 골절률 감소를 100% 반영할 수 없다’는 부분은 그 기재 내용 자체 및
앞뒤 맥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골밀도 증가와 골절률 감소와의 상관관계를 부정하는 취
지가 아니라 골다공증의 골절에 골밀도 외에 다른 인자가 관련될 수 있음에 관한 내용
일 뿐이다.
(iii) 나아가 선행발명에서는 인간 PTH(1-34) 투여의 용도가 골다공증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이전 관련 기술분야의 논문에
서는 PTH 투여에 골절 감소 효과가 있음이 이미 기재되어 있었다[을 제11호증, 336면
10 내지 23행(‘부갑상선 호르몬8)을 이용한 골다공증의 치료는 2001년 Neer 등이 발표
한 연구로 뚜렷한 골절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다.’는 기재 등) 참조].
7) 갑 제5호증(후생신보, 골다공증 치료의 최신지견 1, 2005. 3. 17.)
8) PTH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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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의 이질성 또는 현저성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모두 골다공증 치료를
그 효과로 하는바(이 사건 출원발명의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골다공증 환자의 ‘신규
추체 골절 억제’ 부분은 골다공증의 필연적 증상 또는 내재된 효과의 확인에 불과할
뿐 새로운 의약용도의 부가 또는 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선행발명은 그 발명의 용도가 ‘골다공증의 치료’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선행발
명에서 밝힌 ‘해면골의 골밀도 증가’는 내재적 약리기전에 불과하다), 구성요소 1을 만
족하는 대상 환자군에 대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과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
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아가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구성요소 1을 만족하는 대상 환자군에 대해 이 사건 출원발명
은 선행발명에 비해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효과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실시예 1에는 고위험자[조건 (1) 내지 (3)을 만족
하는 골다공증 환자, 표 2 참조]와 저위험자[조건 (2) 및 (3)을 만족하는 골다공증 환
자, 표 3 참조]에 대한 신규 추체 골절률이 비교되어 있기는 하나, 위 비교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따른 200 단위가 투여된 실험 결과가 아니라, 고위험자와 저위험자에 대해
5 단위 및 100 단위가 투여되었을 때의 신규 추체 골절률 비교 결과이므로, 위 실시예
1에 기재된 효과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따른 효과라고 할 수 없다.
②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실시예 2에서 200 단위 투여군의 신규 추
체 골절률이 실험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구성요소 1을 만족하는 ‘원발성 골다공증이라
고 진단된 남녀 고위험 환자’들만을 상대로 실시한 실험 결과일 뿐이어서 위 실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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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만으로는 선행발명의 골다공증 치료 효과보다 양적으로 현저하게 우수하다는 점이
인정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현저한 효과 존부와 관련하여 원고는, (i) 이 사건 출
원발명 명세서의 표 34, 표 35, 도 2, 도 3 등을 통해 구성요소 1을 만족하는 환자군에
서 24주 이후 측정시점에서부터 플라시보 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신규 추체 골절 발
생률이 나타나고, 48주 이후에는 신규 추체 골절의 발생이 완전히 억제되는 현저한 치
료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ii) 종래의 골다공증 치료제(알렌드로네
이트, 미노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데노수맙)와 비교해 보더라도 신규 추체 골절
억제 효과 측면에서 현저히 향상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나아가 (iii) 추체 골절이 골
다공증 치료에 높은 임상적 의의를 가지는 점,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추체 골절에 비
해 신규 추체 골절 감소율이 2배 이상 크게 나타나는 점, 이에 비해 투여용법 및 투여
용량이 상이한 시판 제품인 포르테오의 신규 추체 골절 감소율과 비추체 골절 감소율
의 차이는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추체 골절 억제에 비해 신규 추체 골절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가지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i)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에는 투여기간에 대한 아무런 한
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24주 이후, 48주 이후의 각 신규 추체
골절 발생 효과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인정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ii) 원고가 비교한 종래의 골다공증 치료제 모두 이 사건 출원발명
또는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유효성분, 투여방법 및 투여용량이 상이한 약제들인바, 이

- 24 -

사건 출원발명에 따른 골다공증 치료 효과가 원고 주장의 위 종래 골다공증 치료제의
그것보다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해
현저한 효과가 있음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아가 (iii)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전제되는 사정, 즉 추체 골절이 골다공증
치료에 높은 임상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오히
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후생성 ‘노인성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법에 관한 종
합 연구반’이 규정하는 진단기준상, 대퇴골두부 골절로 인한 골다공증 진단 점수(3점)
가 척추 골절로 인한 골다공증 진단 점수(1개 골절은 1점, 2개 이상 골절은 2점) 또는
요골 골절로 인한 골다공증 진단 점수(1점)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와 대비한 포스테오 역시 앞서 본 종래
골다공증 치료제들과 마찬가지로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그 투여방법 및 투여용량이 상
이한 약제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현저한 효과가 있음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갑 제4호증의 1은 선행발명의 공개시점 이후인 1999.경 공개된 문헌으로
서, 선행발명과 동일한 유효성분, 투여용법 및 용량을 사용하되, 시험 규모를 보다 확
장하여 유효성 및 안정성을 시험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데,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P
TH의 투여법에 대해 연일 투여가 더 바람직하고, 1회당 투여용량도 200 단위 투여가
부적절함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부정적 교시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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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적 교시를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의 기술자라면 설령 선행발명의 내용과 어긋나는 기재가 포함된 선
행문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러 선행문헌들을 참작하여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므로, 선행발명의 내용과 어긋나는 내용의 선행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
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고 볼 수 없다.
나아가 (i) 갑 제4호증의 1 문헌에, PTH 200 단위 투여군에서의 부작용 발현율이
50 단위 및 100 단위 각 투여군에서 나타난 부작용 발현율 19%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42%로 나타난 실험결과(표 6 참조), 연일 투여가 지속 주입(continuous infusion)에 비
하면 간헐적이며, 바람직한 영향이 보였다는 내용(302면, 우측 열 1 내지 3행 참조),
추체 골절의 경우 L군(50 단위 투여)에서 피험자 3명, M군(100 단위 투여)에서 5명, H
군(200 단위 투여)에서 0명이 각 발생되었으나, 각 군 사이의 차는 유의하지 아니하다
는 내용(300면, 우측 열 4 내지 6행 참조)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ii)
위 문헌에 원고 주장과 같은 200 단위 주 1회 투여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
아볼 수 없고, 오히려 같은 문헌에 부작용과 관련한 요약적 언급으로 ‘시험 기간을 통
하여 위중한 부작용은 보이지 않았다. 인간 PTH(1-34)의 간헐적 매주 투여는 골다공증
에서 요추의 BMD를 증가시켜 골다공증 치료에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296면, 4 내
지 7행 참조).’는 내용, 용량 의존적 요추 골밀도 증가 및 이로 인한 골다공증 치료제
로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요추 BMD는, 시험 시작시와 비교하여, 치료 후 24주와 48주
째에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하고, L, M 및 H군에서 각각 0.6%, 3.6% 및 8.1%였다(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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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좌측 열 13 내지 16행 참조).’,

‘hPTH(1-34)가 중수골(거의 피질골로 이루어짐)의

골밀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요추 BMD(주로 해면골로 이루어짐)를, 48주라는 비교적 짧
은 기간에 유의하게 용량 의존성으로 증가시켰으므로, hPTH(1-34)에 의한 골다공증
치료는 매우 장래 유망하다고 생각된다(303면, 우측 열 아래에서 7 내지 1행 참조).’는
각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음은 물론, ‘연일 투여가 바람직하다’라는 원고 주장의 위
기재 부분은 해당 문구의 앞뒤 맥락 및 앞서 본 관련 내용[‘인간 PTH(1-34)의 간헐적
매주 투여가...(중략)...골다공증 치료에 유용하다(296면 5 내지 7행 참조).’]에 비추어 보
더라도 지속 주입과 비교하여 간헐적인 연일 투여가 바람직하다는 의미일 뿐 주 1회
투여가 부적절함을 나타내는 기재라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에 기재된 200 단위 부작용 발현율(갑 제3호증,
표 31 내지 33 참조, 36.8% ~ 45%) 역시 갑 제4호증의 1 문헌에 나타난 200 단위 부
작용 발현율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피험약 투여에 따른 구역질, 구토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의 유효성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고 있고(갑 제3호증, 식별번호 [0243] ~ [024
6] 및 표 18), 이 사건 출원발명과 관련하여 200 단위 용량으로 허가를 받아 시판되고
있는 원고의 실제 제품인 ‘테리본’이 그 부작용 발현률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사정
(을 제12호증, 4면 ‘3. 이상반응’ 참조)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통상의 기술자라면 부작
용이 어느 정도 높더라도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부작
용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높다면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병용하면서 인간 P
TH(1-34)의 200 단위 투여량을 주 1회 투여하는 용법의 채택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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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차이점 1, 2
를 극복하고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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