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특허쟁점] 투여용법 및 투여용량 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7허7326 판결

의약개발 과정에서는 약효증대 및 효율적인 투여방법 등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선행발명 2는 제1항 발명과 대비하여 볼 때, 앞서 본 것처럼 부프로피온 및 날트렉손을
유효성분으로 하고 비만 치료를 의약용도로 하는 의약품이라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동
일하나, 위와 같이 ‘부프로피온 150㎎ 1일 2회, 날트렉손 50㎎ 1일 1회’ 투여하는 등으로
그 투여용법(투여주기) 및 투여용량에서만 차이가 있다.

먼저 제1항 발명의 투여용법․투여용량으로 인하여 선행발명 2에 비해 구역질과 오심이
라는 부작용을 저감하는 이질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원
고 주장처럼 위와 같은 질적인 효과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하
기가 어렵고, 원고가 지적한 명세서의 각 기재들은 유효성분의 조합이나 투여용법․용량
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다수 성분 제형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의 용량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재이므로, 도저히 제1항 발명이 특정한 투여용법․용량에 의한 효과
를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제1항 발명의 투여용법․투여용량으로 인하여 선행발명 2에 비해 약효 증대(체중
감량)와 복약 순응성 향상에 관한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출원발명
의 명세서에 원고 주장처럼 위와 같은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없는데, 원고는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제1
항 발명을 구현한 의약품(CONTRAVE®)이 환자 순응도 및 안락감이 증가된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 위 의약품이 여러 비만 치료제 중 미국에서 판매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상업
적으로도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2) 그러나 갑 제6~8호증의 기재들에 의하면, 1일 부프로피온 90㎎ 및 날트렉손 8㎎ 또
는 4㎎을 초기 용량으로 투여하여 4주에 걸쳐서 증량하여 부프로피온 360㎎ 및 날트렉
손 32㎎ 또는 16㎎의 유지 용량에 도달하는 투여용법으로 복용한 비만 환자들이 위약을
투여 받은 대조군에 비해서 부작용 발생률이 낮고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위 증거들에는 다른 투여용법․용량과 대비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
료가 없다.

또한 원고 주장의 위 의약품(CONTRAVE®)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

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선행발명 2의 명세서를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 사이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투여
용법, 용량의 차이점을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극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출원발
명의 진보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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