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소송] 마이폴틱 특허무효심판 - 무수물 한정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특허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허1175 판결

선행발명과 구성요소 대비

2.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무수 형태의 미코페놀레이트 결정형 일나트륨염’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활성성분으로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륨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
러나 특허발명은 활성성분의 형태를 무수 형태로 한정하는 반면 선행발명에는 그러한 명
시적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1), 특허발명은 미코페놀레이트 염의 함량 비율을 총 중량
기준 40~80중량%로 한정되어 있으나 선행발명에는 그러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는 점(차
이점 2), 특허발명은 ‘약학상 유효량의 미코페놀레이트 염을 포함하는 장용피 코팅된 정
제’라는 구성에서 그 제형의 형태를 ‘정제’로 한정하나 선행발명은 ‘약제 조성물’이라는
포괄적 형태로 기재되어 제형의 형태가 한정되어 있지 않거나 ‘캡슐’로 제형화하는 실시
예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차이점 3)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아래와

같이 쉽게 극복됨을 알 수 있다.

(1) 선행발명 1은 미코페놀레이트의 장용성 약제 조성물의 제조방법으로 남아프리카 특
허의 제조방법을 제시하는데, 그에 의하면 무수 형태의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륨염이 제
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제조방법은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전에 이
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제조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고 볼 수도 없다. 결정형의 도출 역시 마찬가지이다.

(2) 특허발명은 그 수치한정사항에 대해 그 근거나 어떠한 실험데이터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기술적 의의를 찾기 어렵다. 또한 선행발명 1은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
륨염을 최대 3g까지 투여할 수 있고, 그 단위제형당 함량은 최대 1.5g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고용량 제형 개발과정에 고함량 제형의 개발을 시도해 볼 것이다. 나
아가 우선권주장일 전에도 이미 활성성분을 40% 이상 함유하는 고함량 정제는 다수 존
재하고 있었다.

(3) 차이점 3은 선행발명 1과 3의 결합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선행발명 1은 명세서
에서 경구 투여 제형으로 캡슐 외에 정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코페놀레이트
나트륨염에 대해서는 정제 제조에 대해 강조한 부분도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당연
히 캡슐뿐만 아니라 정제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또한 선행발명 3은 미코페놀레이트 나

트륨염을 포함한 정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이러한 의약품이 정제로 제조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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