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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8. 7. 26. 2017당401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아픽사반 제제
2) 우선권 주장일/ 국제출원일/ 번역문 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2. 25./ 2011. 2. 24./ 2012. 8. 24./ 2017. 11. 3./ 제1796300호
3) 청구범위(2018. 6. 11.자로 정정 청구된 것)1)
【청구항 1】2.5mg 내지 5mg의 아픽사반 및 제약상 허용되는 희석제 또는 담체
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을 포함하는,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이며(이하 ‘구성요소 1’이
라 한다), 여기서 아픽사반은 미립자 결정질 형태이고, 개별적인 아픽사반 입자는, 입
자가 단독으로 존재하건 응집되었건, 레이저 광 산란에 의해 현탁 매질 내에서 측정
시 89μm 이하의 D90을 가지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USP 장치 2를 사용하여

1)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2018. 6. 11.자 정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투지 않
고 있어 정정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정정 전 청구범위의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

- 2 -

75rpm의 패들 회전 속도로 37℃의 용해 매질 900mL에서 측정 시, 상기 제약 조성물
중의 아픽사반의 77 중량% 이상이 용해 매질 내에서 30분 내에 용해하고, 상기 용해
매질은 0.05% 나트륨 라우릴 술페이트를 함유하는 pH 6.8의 0.05M 인산나트륨인 것
(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인,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이 사건 특허발명 전체를 부를
때에는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아픽사반 입자가 레이저 광 산란에 의해 측정
시 85μm 이하의 D90을 갖는 것인,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이 형태 N-1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것인,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자가 레이저 광 산란에 의해 측정 시 50μm
이하의 D90을 갖는 것인,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자가 레이저 광 산란에 의해 측정 시 30μm
이하의 D90을 갖는 것인,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
【청구항 6】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자가 레이저 광 산란에 의해 측정 시 25μm
이하의 D90을 갖는 것인,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
【청구항 7】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 중량% 내지 2 중량%
의 계면활성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
【청구항 8】제7항에 있어서, 상기 계면활성제가 나트륨 라우릴 술페이트인,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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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혈전색전성 장애를 치료
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
【청구항 10】제7항에 있어서, 혈전색전성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정
제 형태의 제약 제제.
【청구항 11】제8항에 있어서, 혈전색전성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정
제 형태의 제약 제제.
【청구항 12 내지 17】각 삭제
【청구항 18】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2.5mg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
【청구항 19】제7항에 있어서, 2.5mg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
【청구항 20】제8항에 있어서, 2.5mg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
【청구항 21】제9항에 있어서, 2.5mg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
【청구항 22】제10항에 있어서, 2.5mg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
【청구항 23】제11항에 있어서, 2.5mg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
【청구항 24】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5mg의 아픽사반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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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 .
【청구항 25】제7항에 있어서, 5mg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정제 형태의 제약 제
제.
【청구항 26】제8항에 있어서, 5mg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정제 형태의 제약 제
제.
【청구항 27】제9항에 있어서, 5mg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정제 형태의 제약 제
제.
【청구항 28】제10항에 있어서, 5mg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
【청구항 29】제11항에 있어서, 5mg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
【청구항 30】(1) 원료를 과립화 이전에 배합하는 단계; (2) 단계 (1)로부터의 원
료를 습식 또는 건식 과립화 방법을 이용하여 과립화하는 단계; (3) 단계 (2)에서 수득
된 과립을 과립외 원료와 배합하는 단계; (4) 단계 (3)으로부터의 배합물을 정제로 압
축하는 단계; 및 (5) 단계 (4)로부터의 정제를 필름 코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정의된 제약 조성물을 갖는 아픽사반 정제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31】제30항에 있어서, (1) 원료를 조절된 입자 크기의 아픽사반과 배합
하여 혼합물을 형성하는 단계; (2) 단계 (1)로부터의 혼합물에 결합제, 붕해제 및 적어
도 1종의 충전제의 과립내 분량을 가하여 배합물을 형성하는 단계; (3) 단계 (2)로부터
의 물질을 건식 과립화 방법 또는 습식 과립화 방법을 이용하여 과립화하는 단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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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건식 과립화 방법은 스크린 또는 밀을 사용하여 과립내 윤활제를 해체(delump)
하고; 단계 (2)로부터의 배합물에 과립내 윤활제를 가하고 배합하여 윤활처리된 배합물
을 형성하고; 윤활처리된 배합물을 1.1 내지 1.2g/cc 범위의 밀도를 갖는 리본으로 압
착하고, 압착된 리본을 롤러 압착기를 사용하여 크기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습
식 과립화 방법은 단계 (2)로부터의 배합물을 목표 종말점까지 물을 사용하여 습식 과
립화하고, 스크린 또는 밀을 통과시킴으로써 습식-과립을 크기 조절할 수 있고; 대류식
오븐 또는 유동층 건조기에서 건조시킴으로써 과립으로부터 물을 제거하고; 건조된 과
립을 스크린 또는 밀에 통과시킴으로써 크기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단계; (4)
단계 (3)에서 수득된 과립 및 과립외 붕해제를 블렌더에서 배합하는 단계; (5) 스크린
또는 밀을 이용하여 과립외 윤활제를 해체하여 단계 (4)로부터의 과립과 배합하는 단
계; (6) 단계 (5)로부터의 배합물을 정제로 압축하는 단계; 및 (7) 단계 (6)으로부터의
정제를 필름 코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2】제30항에 있어서, 건식 과립화 방법이 사용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3】2.5mg 내지 5mg의 아픽사반 및 제약상 허용되는 희석제 또는 담
체를 포함하는, 정제에 포함되는 고형(solid) 제약 조성물로서, 여기서 아픽사반은 결정
질 아픽사반 입자를 포함하고, 상기 결정질 아픽사반 입자는 89μm 이하의 D90을 가지
며, USP 장치 2를 사용하여 75rpm의 패들 회전 속도로 37℃의 용해 매질 900mL에서
측정 시, 상기 제약 조성물 중의 아픽사반의 77 중량% 이상이 용해 매질 내에서 30분
내에 용해하고, 상기 용해 매질은 0.05% 나트륨 라우릴 술페이트를 함유하는 pH 6.8의
0.05M 인산나트륨인 것인, 제약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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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제33항에 있어서, 형태 N-1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청구항 35】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입자가 85μm 이하의 D90을 갖는 것인 제약
조성물.
【청구항 36】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입자가 50μm 이하의 D90을 갖는 것인 제약
조성물.
【청구항 37】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입자가 30μm 이하의 D90을 갖는 것인 제약
조성물.
【청구항 38】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입자가 25μm 이하의 D90을 갖는 것인 제약
조성물.
【청구항 39】제33항에 있어서, 1 중량% 내지 2 중량%의 계면활성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청구항 40】제39항에 있어서, 상기 계면활성제가 나트륨 라우릴 술페이트인 제
약 조성물.
【청구항 41】삭제
【청구항 42】제33항 내지 제4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2.5mg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청구항 43】제33항 내지 제4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5mg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청구항 44 내지 47】각 삭제
【청구항 48】2.5mg 내지 5mg의 아픽사반 및 제약상 허용되는 희석제 또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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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포함하는 정제로서, 상기 정제는 (1) 결정질 아픽사반 입자를 포함하는 원료를 과
립화 이전에 배합하는 단계; (2) 단계 (1)로부터의 원료를 건식 과립화 방법을 이용하
여 과립화하는 단계; (3) 단계 (2)에서 수득된 과립을 과립외 원료와 배합하는 단계;
(4) 단계 (3)으로부터의 배합물을 정제로 압축하는 단계; 및 (5) 단계 (4)로부터의 정제
를 필름 코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수득될 수 있고, 상기 결정질 아픽사
반 입자는, 레이저 광 산란에 의해 현탁 매질 내에서 측정 시 89μm 이하의

D90을 가

지며, USP 장치 2를 사용하여 75rpm의 패들 회전 속도로 37℃의 용해 매질 900mL에
서 측정 시, 상기 정제 중의 아픽사반의 77 중량% 이상이 용해 매질 내에서 30분 내
에 용해하고, 상기 용해 매질은 0.05% 나트륨 라우릴 술페이트를 함유하는 pH 6.8의
0.05M 인산나트륨인 것인, 정제.
【청구항 49】제48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이 (1) 원료를 조절 된 입자 크기의 결
정질 아픽사반 입자와 배합하여 혼합물을 형성하는 단계; (2) 단계 (1)로부터의 혼합
물에 결합제, 붕해제 및 적어도 1종의 충전제의 과립내 분량을 가하여 배합물을 형성
하는 단계; (3) 단계 (2)로부터의 물질을 건식 과립화 방법을 이용하여 과립화하는 단
계로서, 스크린 또는 밀을 사용하여 과립내 윤활제를 해체하고; 단계 (2)로부터의 배합
물에 과립내 윤활제를 가하고 배합하여 윤활처리된 배합물을 형성하고; 윤활처리된 배
합물을 1.1 내지 1.2g/cc 범위의 밀도를 갖는 리본으로

압착하고, 압착된 리본을 롤러

압착기를 사용하여 크기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계; (4) 단계 (3)에서 수득된 과립
및 과립외 붕해제를 블렌더에서 배합하는 단계; (5) 스크린 또는 밀을 이용하여 과립외
윤활제를 해체하여 단계 (4)로부터의 과립과 배합하는 단계; (6) 단계 (5)로부터의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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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정제로 압축하는 단계; 및 (7) 단계 (6)으로부터의 정제를 필름 코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정제.
【청구항 50】제48항 또는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질 아픽사반 입자가 형태
N-1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것인 정제.
【청구항 51】삭제
【청구항 52】제48항 또는 제49항에 있어서, 정제에 함유된 아픽사반의 양이 2.5
mg인 정제.
【청구항 53】제48항 또는 제49항에 있어서, 정제에 함유된 아픽사반의 양이 5m
g인 정제.
【청구항 54】제48항 또는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질 아픽사반 입자가 레이
저 광 산란에 의해 측정 시 85μm 이하의 D90을 갖는 것인 정제.
【청구항 55】삭제
【청구항 56】제52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질 아픽사반 입자가 레이저 광 산란에
의해 측정 시 85μm 이하의 D90을 갖는 것인 정제.
【청구항 57】제5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질 아픽사반 입자가 레이저 광 산란에
의해 측정 시 50μm 이하의 D90을 갖는 것인 정제.
【청구항 58】제48항 또는 제49항에 있어서, 혈전색전성 장애의 치료 또는 예방
을 위한 정제.
【청구항 59】삭제
【청구항 60】제52항에 있어서, 혈전색전성 장애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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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1】제53항에 있어서, 혈전색전성 장애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정제.
【청구항 62】삭제
【청구항 63】제52항에 정의된 정제를 포함하는, 혈전색전성 장애의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
【청구항 64】제53항에 정의된 정제를 포함하는, 혈전색전성 장애의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
【청구항 65 내지 72】각 삭제
【청구항 73】제33항 내지 제4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혈전색전성 장애의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하기 위한, 고형 제약 조성물.
【청구항 74】제33항 내지 제40항 중 어느 한 항에 정의된 고형 제약 조성물을
포함하는, 혈전색전성 장애의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
4) 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최대 크기의 제한을 갖는 결정질 아픽사반 입자를 포함하는 아픽사반 제
약 제제, 및 예를 들어 혈전색전성 장애의 치료 및/또는 예방을 위하여 그를 사용하는 방법
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2]~[0003] 아픽사반은 다음 화학식의 구조를 갖는 공지의 화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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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 아픽사반의 수용해도(모든 생리적 pH에서 40μg/mL)는, 10mg 미만의 아픽사반을
갖는 정제(용량/용해도 비 = 250mL)는 용해 속도 제한된 흡수를 나타내지 말아야 함을 시
사하는데, 그 이유는 용해 속도 제한은 용량/용해도 비가 250mL를 초과할 경우에만 예상되
기 때문이다. 상기 용량 및 용해도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여, 상기 화합물의 입자 크기는, 생
물약제학 분류 시스템(BCS; Amidon, G. L. et al., Pharmaceutical Research, 12: 413-420(199
5))에 근거한 예측에 따르면, 일관된 혈장 프로파일을 수득하기 위해 결정적이지 않아야 한
다. 그러나, 대형 입자의 아픽사반 약물 물질을 사용하는 제제뿐만 아니라 습식 과립화 방
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제는 적정 노출 미만의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품질관리에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발명의 내용
[0008] 놀랍고도 예기치 않게, 89 마이크로미터(μm) 미만의 D90(부피의 90%)을 갖는 5mg
이하의 아픽사반 입자를 포함하는 정제를 위한 조성물은 인체에서 일관된 생체내 용해(생리
적 pH에서), 및 그에 따른 일관된 노출 및 일관된 Xa 인자 억제를 초래하며, 이것이 치료
효과의 일관성에 이르게 할 것임이 밝혀졌다. 일관된 노출은 정제로부터의 생체 내 노출이
용액으로부터의 노출과 유사하며, 용해 속도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의
된다. 상기 조성물은 건식 과립화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되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레이저
광 산란법에 의해 측정되는바 약 89μm 이하의 D90을 갖는 결정질 아픽사반 입자, 및 제약
상 허용되는 희석제 또는 담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을 제공한다. 상기 조성물에서 아픽
사반 입자는 89μm를 넘지 않는 D90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Dx라는 표시는 입자 부피의
X%가 특정 직경 D 미만의 직경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89μm의 D90은 아픽사반 조성물
중 입자 부피의 90%가 89μm 미만의 직경을 가짐을 의미한다.
[0011] 본 발명은 또한 혈전색전성 장애의 치료 또는 예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레이저 광
산란에 의해 측정할 때 약 89μm 이하의 D90을 갖는 결정질 아픽사반 입자 및 제약상 허용
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조성물의 치료 유효량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혈전색전성 장애를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0014] 다양한 아픽사반 제제를 평가한 상대적인 생체이용률 연구에서, 습식 과립화 방법
을 이용하여 제조된 제제는 건식 과립화 방법으로부터 수득된 노출에 비하여 낮은 노출의
결과를 가져왔음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다 큰 입자(89μm의 D90)를 사용하여 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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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는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50μm의 D90의 입자 크기로 제조된 정제에 비하여 더 낮
은 노출을 가졌다. 건식 과립화 방법에서, 아픽사반 및 부형제를 함유하는 과립을 개발하기
위한 제조 도중 물은 사용되지 않는다.
[0015] 본 발명에 따르는 제제는, 시험관내에서 용해 시험할 때, 다음과 같은 용해 기준을
바람직하게 나타낸다. 즉, 제제는, 그 중 77%에 해당하는 약물의 양이 30분 내에 용해되도
록 하는 용해 특성을 나타낸다. 통상적으로 시험 결과는 소정의 수, 일반적으로 6개의 투여
형태(예, 정제, 캡슐, 현탁액, 또는 다른 투여 형태)에 대한 평균으로 확립된다. 용해 시험은
위장관에서 관찰되는 pH 범위(1 내지 7.4)로 완충되고 37℃(±1℃)로 조절되어 함께 생리적
적절함을 유지하는 수성 매질에서 전형적으로 수행된다. 시험되는 투여 형태가 정제일 경
우, 정제의 용해 속도를 시험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50 내지 75 rpm으로 회전하는 패들이
사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용해된 아픽사반의 양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HPLC에 의해 통상적
으로 결정될 수 있다. (후략)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66]~[0070] 표 6 및 표 6a는 상이한 제조 방법(습식 및 건식 과립화) 및 상이한 입자
크기의 약물 물질을 이용하여 제조된 정제로부터의 용해 데이터를 제공한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분에 77% 용해된 또는 30분에 86% 용해된 아픽사반 정제는 모두, 30분에 8
9% 용해된 정제에 비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기준(80% 내지 125%의 신뢰 구간)에 부합하는
AUC(곡선 하 면적)값을 가졌다. 0.1N HCl에서 시험할 때 이들 정제(A, B & C)에 대하여 유
사한 순위의 용해 속도가 관찰되었다.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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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1] 임상 연구의 결과는, 유사한 용해 속도(0.05% SLS를 함유하는 pH 6.8 포스페이트
완충제 중 30분에 89% 및 86%)를 갖는 정제의 경우, 코팅되지 않은 단계 2 정제(A)에 비하
여 코팅된 단계 3 정제 (C)의 Cmax 및 AUC는 생물학적 동등성 기준에 부합하였음을 나타냈
다. 상이한 용해 속도(30분에 77% 및 86%)를 갖는 정제는 유사한 AUC를 가졌지만, Cmax에
대한 등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다. 기하 평균 Cmax의 비의 90% 신뢰 구간의 하한은 0.788
이었으며, 이는 Cmax에 의해 정의된 것과 같은 흡수율이, 더 느리게 용해되는 정제(30분에 7
7%)의 경우 더 낮았음을 보여준다. 이들 정제로부터의 경구 생체이용률은 용액(하기 도 1
및 2 참조)의 것에 필적할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기 용해 속도(30분에 77%)가 일관된
노출을 수득하기 위한 역치로 정의된다.
[0072] 도 3 및 도 4는, 입자 크기가 용해에 영향을 주지만, 입자 크기를 89 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일관된 생체내 노출을 보장할 용해 속도를 가져올 것임을 보여주
는 용해 데이터를 나타낸다. 도 3 및 4에 나타나듯이, 일단 아픽사반 정제가 30분에 77%를
초과하는 용해된 아픽사반을 갖는다면 일관된 노출이 예상된다. 89 마이크로미터를 갖는 정
제가 30분에 77%를 초과하여 용해되므로, 이들 정제는 또한 더 작은 입자(이하에 나타내는
10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갖는 정제와 같은)로 제조된 정제로부터의 노출과 동등한 노출을
나타낼 것이다. 119 마이크로미터의 아픽사반 입자 크기에서의 용해 속도는, 5mg 아픽사반
정제의 경우 30분에 77%를 넉넉히 초과하지만(도 4), 청구된 입자 크기 역치는 89 마이크
로미터 미만이다. 이는 용해 결과에서의 전형적인 변동(RSD=2 내지 3%)을 허용하여, 정제
로부터 경구 생체이용률이 용액으로부터의 것과 견고하게 일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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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도 4]

나. 선행발명들2)
1) 선행발명 1(갑 제7호증)
2007년 Journal of Thrombosis and Haemostasis, Vol. 5, pp. 2368~2375에 게재
된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혈전예방에 있어서 경구용 혈액 응고인자 Xa
억제제인 아픽사반의 유효성과 안정성’에 관한 논문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선행발명 1은 논문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것이나, 이 사건 정정발명과 비교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발명’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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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배경
현재 헤파린과 와파린은 수술시 정맥성 혈전색전증 예방에 사용되고 있다. 인자 Xa의 억제
는 항혈액응고의 특이적인 기전이며, 향상된 이익-위험 프로파일에 대해 잠재성이 있다.
목적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에서의 강력하고, 직접적인 경구용 억제제인 아픽사반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및 용량-반응 상관관계 조사.
환자/방법
총 1238명의 환자가 임의로 6가지의 아픽사반 용량(5, 10 또는 20mg 매일 또는 2.5, 5 또
는 10mg 1일 2회 투여) 중 1가지, 에녹사파린(30mg 1일 2회 투여), 1.8~3.0의 INR(Internati
onal Normailized Ration)에 해당하는 경구 투여 와파린에 배정되었다.
결론
1일 2회 2.5mg 또는 1일 1회 5mg의 아픽사반을 투여하는 것이, 현재 무릎 인공관절 치환
시술 이후 표준 치료에 비해 유망한 이익-위험 프로파일(benefit-risk profile)을 갖는다.

2) 선행발명 2(갑 제8호증)
2006. 7. 20. 미국 공개특허공보 US 2006/160841호로 공개된 ‘고전단 변환을 통
한 결정화’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경기술
[0003] 제약 산업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좋지 않은 유기화합물의 생체이용률은 그 화합
물이 고순도이고, 작고 균일한 입자이며, 표면적이 넓고 짧은 용출 시간을 갖고 있을 때 개
선될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으며, 정제하기 위해서는 용액으로부터 화합물의 결정화
과정이 필요한데, 결정화가 높은 과포화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나면, 종종 낮은 순도, 높
은 마손도로 인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충분한 결정 구조의 형성으로 인해 안정성이 떨어
지는 결정이 얻어진다. 더욱이 과포화된 물질이 결정화되는 동안 통상적으로 생성되는 오일
이 충분한 구조 없이 고형화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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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 결정화 속도를 느리게 하면 고순도이고 안정한 입자를 얻을 수 있지만, 입경이 너
무 커서 표면적이 넓지 않은 입자들이 얻어지므로, 이와 같은 입자들을 사용이 가능한 물질
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밀링이 필요하다.
[0005]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결정화 후 밀링이 필요 없고, 높은 표면적, 고
순도, 그리고 높은 안정성을 갖는 결정 입자를 제공하는, ‘충돌 유동 제트'로 알려진 결정화
공정이 개발되었다.
[0011] 고순도, 고안정성, 넓은 표면적을 가지며, 결정화 후 밀링이 필요 없는, 작고 균일한
결정을 만들 수 있는 탄탄한 결정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
발명의 요약
[0012] 본 발명은 화학물질의 제1 다형체를 동일 화학물질의 제2 다형체로 변환하는 방법
또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재순환 시스템에 연결된 베슬을 포함하는 장치, 및 베슬에서
슬러리를 형성하기 위해 용액에 상기 제1 다형체를 부유하는 단계; 상기 슬러리를 재순환시
키는 단계; 및 베슬에서 슬러리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0020] 본 발명의 일양태에 따르면, 상기 제조방법은 재순환 시스템에 연결된 베슬을 포함
하는 장치를 이용한다. 상기 제조방법은 화학물질의 제1 다형체(용매화합물 포함)를 동일 화
학물질의 제2 다형체(용매화합물)로 변환하는데 유용하다. 상기 제2 다형체는 제1 다형체보
다 열역학적으로 더 안정하거나, 또는 덜 안정할 수 있다. 게다가 제1 다형체는 수화물 형
태를 포함하는 용매화합물 형태일 수 있고, 상기 제2 다형체는 무정형 상태일 수 있다. 또
한 본 발명은 특히 대형 결정으로 구성된 제1 다형체를 소형 결정으로 구성된 제2 다형체
로 변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결정은 약 100μm 초과의 입자크기 D90을 갖는 것이
고, 상기 소형 결정은 약 30μm 미만의 입자크기 D90을 갖는 것이다. 또한 대형 결정이 약
60μm 초과의 입자크기 D90을 가질 수 있고 소형 결정이 약 50μm 미만의 입자크기 D90을
가질 수 있다.
실시예
[0041] 실시예 1.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350g의 4,5,6,7-테트라히드로-1-(4-메톡시페닐)7-옥소-6-[4-(2-옥소-1-피페리디닐)페닐]-1H-피라졸로[3,4-c]피리딘-3-카르복사미드(아픽사반
과 동일한 물질임, 이하 ‘아픽사반’이라 함)를 공급 베슬 A에서 약 110℃로 약 4900ml의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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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틸렌글리콜(이하 ‘PG'라 함)에 용해하여 용액을 형성하였다. 반용매(즉, 4200ml의 물 및
420ml의 PG)를 베슬 B에 채웠다. 믹서 C로 교반하면서, 공급 베슬 A에서의 용액이 펌프 D
에 의해 서브머즈 모드에서 베슬 B로 펌프되었고, 그동안 배치 온도는 10~20℃를 유지하였
다. 이 단계에서 니들-형태의 결정이 베슬 B에서 형성되었다. 결정은 입자크기 D90이 약 16
0μm 초과이고, 또한 이수화물(H2-2) 형태이다.
[0042] 충전이 끝난 후에 베슬 B의 슬러리(즉, 결정)가 펌프 E에 의해, F로 표시된 Turarax
와 같은 인라인 균질화 장치의 균질화 챔버를 통해 재순환(약 1탱크 부피, 즉, 9520ml/1분)
되었다. 균질화 장치는 고정자(stator) 및 회전자(rotator)를 갖는 챔버 G를 포함한다. 재순환
24시간 후에, 니들 형태의 결정은 약 20μm 미만의 입자 크기 D90을 갖고 비용매화 N-1 형
태인, 소형의 과립 결정으로 변환된다. 상기 소형 결정은 여과 및 반용매(물)로 세정되고, 진
공 하 약 60℃에서 건조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12. 22.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
42조 제4항 제1, 2호 위반의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
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되는 실험결
과에 관한 표 및 도면이 누락되어 있어 우선권 주장이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특허
발명의 모든 청구항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선행발명 1, 2 등의 결합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
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청구항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4011 사건으로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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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들은 위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8. 6. 1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1항, 제18항 내지
제29항, 제33항 발명에 아픽사반의 제제의 형태에 관하여 ‘정제 또는 캡슐’이라고 기재
된 것을 ‘정제’로 정정하는 등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위 가.의 3)항과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하였다.
3) 그 후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와 이 사건 정정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2018. 7. 26.「위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정정에 해당된다. 또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기술
사상과 동일한 내용이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 주장은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모든 청구항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쉽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정함과 아울러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갑 제
3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정정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들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가) ‘아픽사반의 일관된 생체 노출 및 그로 인한 일관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
는 혈전색전성 장애 치료용 제제의 제공’이라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목적은 선행발명
1, 2에 개시되어 있지 않은 특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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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은 선행발명 1, 2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통
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를 결합할 동기도 없으며, 오히려 그 결합을 방해하는 반
대교시가 존재한다.
다)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2로부터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
마) 무엇보다도 2.5mg ~ 5mg 용량의 아픽사반은 BCS3) Class III에 속하므로, 용
출은 생체이용률에 대한 율속단계(속도결정단계)가 아니라고 예측되므로, 통상의 기술
자는 용출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제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정정발명은 이와 같은 통상의 기술자의 인식에 반하는 놀라운 발견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
2) 이 사건 정정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없다.
나.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시점을 확정하기 위해 이 사건 정정발
명의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3) BCS(Biopharmaceutic Classification System): 시험관에 측정되는 약물의 성질을 이용하여 약물의 생체 내에서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류 체계로서, 용해도와 투과도에 의해 Class I 내지 IV로 분류되는데(아래 표 참
조), Class III에 속하는 약물은 낮은 투과성과 높은 용해성을 지니는 약물군을 의미하며, Class I과 마찬가지로 생
체이용률은 용출속도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소화관 점막을 통한 약물의 투과과정이 약물흡수의 율속단계, 즉 흡
수에 있어서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가 된다(갑 제9호증).
군(Class)

용해도(Solubility)

투과도(Permeability)

I

높음

높음

II

낮음

높음

III

높음

낮음

IV

낮음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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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55조에 따라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
명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가
운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
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
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우선
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9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미국 출원
61/308056호의 명세서(갑 제6호증)에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기술사상과 동일한 내용이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한 우선권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가) 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에는 아픽사반의 일관된 생체 노출을 달성할 수 있
는 입자 크기의 상한치가 89㎛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갑 제6호증에는 아픽사반의
일관된 생체 노출을 달성할 수 있는 입자 크기의 상한치가 ‘85㎛’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표 6은 pH 6.8에서의 아픽사반 정제 (A), (B), (C)의 용
출 프로파일 및 생체 노출(AUC4), Cmax5))을 확인한 실험결과이고, 도 1, 2는 아픽사반

4) AUC(area under the plasma level-time curve, 혈중 약물농도-시간 곡선하 면적): 약물의 생체흡수율의 정도를
의미하며 전신순환에 도달한 활성약물의 총량을 반영한다. 단위는 농도·시간으로 표시한다(예, μg․hr/mL).

5) Cmax: 약물 투여 후 혈중 약물의 최고 농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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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제제와 동등한 정도의 생체 노출(AUC, Cmax)을 나타내는 아픽사반 정제를 확인
한 실험 결과인데, 이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기술적 특징인 아픽사반의 입자 크기와
용출속도를 도출함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런데 갑 제6호증에는 이 사건 정정발
명 명세서 기재 표 6 및 도 1~4가 누락되어 있다.
다) 갑 제6호증의 아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아픽사반 정제가 일관된 생체 노
출6)을 나타내도록 하는 용출 조건은 ‘30분에 54% 초과 용해(정제 (B))’이고(갑 제6호
증, 표 6), 이 때의 아픽사반의 입자크기는 ‘D90, 85㎛ 미만’임을 알 수 있다(갑 제6호
증, 표 7).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아픽사반 정제가 일관된 생체
노출을 나타내도록 하는 용출 조건인 ‘30분에 77% 초과 용해(정제 (B))’와, 이 때의 아
픽사반의 입자크기 ‘D90, 89㎛ 미만’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갑 제6호증의 표 6, 7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의 표 6 및 도 1, 2의 실험결과 및 그들에 근거
한 개시내용을 대체할 수 없다.
[0034] 표 6은 84㎛ 미만의 입자를 갖는 것이 일관된 노출을 가져옴을 나타내는 용출 데
이터를 나타낸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분에 54% 용해된 또는 30분에 72% 용해된
아픽사반 정제는 모두, 30분에 79% 용해된 정제에 비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기준(80% 내지
125%의 신뢰 구간)에 부합하는 AUC 값을 가졌다.

6) 제제를 인체에 투여하였을 때 용액 제제와 동등한 정도의 혈중 약물농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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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5] 임상 연구의 결과는, 유사한 용해 속도(0.1N HCl에서 30분에 79% 및 72%)를 갖는
정제의 경우, 임상 2상에서 사용되었던 비코팅 정제 (A)에 대해서, 임상 3상에서 사용되었던
코팅정제 (C)의 Cmax 및 AUC가 생물학적 동등성 기준에 부합하였음을 나타냈다. 상이한 용
해 속도(0.1N HCl 매질에서 30분에 59% 및 72%)를 갖는 정제는 유사한 AUC를 가졌지만,
Cmax에 대한 등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다. 기하 평균 Cmax의 비의 90% 신뢰 구간의 하한은
0.788이었으며, 이는 Cmax에 의해 정의된 것과 같은 흡수율이, 더 느리게 용해되는 정제
(0.1N HCl 매질에서 30분에 59%)의 경우 더 낮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단일용량상승시험,
ADME 연구 및 흡수부위 연구 각각으로부터는 느린 용출율을 갖는 정제의 노출(AUC 및
Cmax)은 용액을 투여했을 때와 유사했다.
[0036] 표 7은 입자 크기가 용해에 영향을 주지만, 85㎛ 미만으로 입자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일관된 생체 노출을 담보할 것임을 보여주는 용출 데이터다. 표 7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일단 아픽사반 정제가 30분에 54%를 초과하는 용해된 아픽사반을 갖는다면 일관된 노
출이 예상된다. 83.8㎛를 갖는 정제가 30분에 69% 용해되므로, 이들 정제는 또한 더 작은
입자(이하에 나타내는 12.8㎛ 입자를 갖는 정제와 같은)로 제조된 정제로부터의 노출과 동
등한 노출을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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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 출원에는 입자크기를 조절하여 일관
된 생체 노출을 달성하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개시되어 있으며, 가사
우선권 주장의 기초 출원에 상한치 89㎛ 입자크기가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
라도 D90이 85㎛, 50㎛, 30㎛, 25㎛인 입자크기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 제7항 내지 제11항 정정발명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부분적
으로는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6항,
제7항 내지 제11항 정정발명에 개시된 D90이 85㎛, 50㎛, 30㎛, 25㎛인 아픽사반 입자
들의 용출률은 ‘30분에 77% 초과 용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갑 제6호증에 개시
된 D90이 85㎛ 미만인 아픽사반 입자들의 용출률은 ‘30분에 54% 초과 용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양 발명의 아픽사반 입자들이 비록 D90 입자크기가 동일하다 하더
라도 이들의 용출률이 서로 상이하므로 우선권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
은 이유 없다.
4) 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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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시점은 국제출원일인 2011. 2. 24.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관련 법리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
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
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당
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2) 선행발명 1, 2와의 대응관계
제1항 정정발명

선행발명 1(갑 제7호증)

구

2.5mg 내지 5mg의 아픽사

아픽사반 2.5mg 함유 정

성

반 및 제약상 허용되는 희석

제를 1일 2회 투여하거나

요

제 또는 담체를 포함하는 정

5mg 함유 정제를 1일 1회

소

제로서,

투여(갑

제7호증,

선행발명 2(갑 제8호증)

요약의

결론 부분).

1
여기서, 아픽사반이 미립자

o 난용성 화합물의 생체이

결정질 형태이고, 개별적인

용률은

구

아픽사반 입자는, 입자가 단

균일한 입자이며, 표면적이

성

독으로

넓어서 신속한 용출 시간을

요

건, 레이저 광 산란에 의해

가질 때 개선됨[0003].

소

현탁 매질 내에서 측정 시 8

o 강한 전단력을 가해 제조

2

9μm 이하의 D90을 가지며,

한 D90이 20㎛ 미만인 아픽

존재하건

응집되었

고순도이고,

작고

사반 결정(N-1) 입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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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
USP 장치 2를 사용하여 75
rpm의 패들 회전 속도로 3
7℃의 용해 매질 900mL에서
측정 시, 상기 제약 조성물
구

중의 아픽사반의 77 중량%

성

이상이

요

30분 내에 용해하고, 상기

소

용해 매질은 0.05% 나트륨

3

라우릴 술페이트를 함유하는

용해

매질

내에서

pH 6.8의 0.05M 인산나트륨
인 것인, 정제 형태의 제약
제제.

3)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의 공통점 및 차이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은 2.5mg 내지 5mg 용량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정제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용출
조건에 관한 구성요소 3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이하 ‘차이점 1’이라고 한다), 입도 분포
에 관한 구성요소 2가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하 ‘차이점 2’라고 한다)에서 차이가
있다.
4) 차이점 1에 관한 검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이점 1은 선행발명 1에 개시된 아픽사반 2.5mg 및 5mg
의 정제를 제조함에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용출조건에 불과
하므로 쉽게 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아픽사반의 일관된 생체 노출 및
그로 인한 일관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혈전색전성 장애 치료용 제제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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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선행발명 1에 이와 같은 과제가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는 않다.
나) 그러나 경구투여용 의약품의 경우 유효 혈중농도에 도달하지 못해 약효를
나타내지 못하거나 반대로 혈중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부작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
록 약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체 내에서의 거동(위장관 내 투여된 제제로부터의 용출
및 용출된 약물의 생체막을 통한 흡수 속도와 양)이 큰 폭으로 변동하지 않도록, 즉 어
느 정도 일관된 생체 노출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제제설계(製劑設計)되어야 한다. 특히
아픽사반과 같이 혈전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은 그 혈중농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
지면 내출혈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관된 생체 노출을 통한 일관된 치료효
과를 얻을 수 있는 제제를 만드는 것은 아픽사반 제제 설계시의 기본적 과제로 볼 수
있다.
다) 인체로 투여된 약물이 일관된 생체 노출 및 치료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제로부터 약물의 주성분이 소정의 시간 내에 용출되어 나와야 하는데, 약물의 용출
속도는 약물의 생체이용률을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인자에 해당하므로(갑 제25호증, 5
면 우측칼럼 첫 번째 문단),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거나 품질관리 또는 생물학적동등성
을 입증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약물의 용출시험을 실시하게 된다(갑 제25호증, 6면 좌
측칼럼 세 번째 문단).
라) 구성요소 3에 개시된 용출시험 방법 및 용출기준은 미국약전(USP)에 따라
용출시험을 수행하는 방법 및 기준을 기재한 것으로서, ‘USP 장치 2를 사용하여 75rp
m의 패들 회전 속도로 37℃의 용해 매질 900mL에서 측정 시, 제약 조성물 중의 아픽
사반의 77 중량% 이상이 용해 매질 내에서 30분 내에 용해하고, 상기 용해 매질은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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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트륨 라우릴 술페이트를 함유하는 pH 6.8의 0.05M 인산나트륨인 것’은 출원 당
시 널리 알려진 용출시험 방법 및 용출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마) 한편,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0071]에 의하면, 구성요소 3의 용출속도
의 기준을 제약 조성물 중의 아픽사반의 77 중량% 이상이 용해 매질 내에서 30분 내
에 용해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정제로부터의 경구 생체이용률이 용액의 생체이용률에
필적할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설정한 기준이라는 데 기술적 의의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구성요소 3에서 한정한 용출 속도 범위의 수치가 임
계적 의의를 가진다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
미 알려진 용출시험방법과 용출조건들을 적절히 조절하여 실험함으로써 과도한 노력을
거치지 않고도 적절하게 정할 수 있는 수치 범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수치한정
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나아가 BCS Class III에 속하는 약물에 관하여 이미 알려진 용출속도 기준인
20~30분에 약물의 80% 이상이 용출되도록 한다는 용출 기준을 만족시키는 아픽사반
제제라면 구성요소 3의 용출기준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효과에 있어
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따른 아픽사반 제제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차이점 2에 관한 검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개시된 아픽사반 2.5mg 및
5mg의 정제를 제조함에 있어서,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아픽사반 원료를 채택하여 사용
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므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
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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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물의 용출속도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데, 약물입자의 크기
를 감소시켜 약물의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은 약제학 교과서에 실린 용출속도를 증가
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갑 제25호증, 6면 좌측칼럼 네 번째 문단).
나) 또한 의약품 원료를 제제화하는 경우 규격, 약효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입
자 크기를 가지도록 만들 필요가 있는데, 입자 크기가 큰 분립체는 분쇄 등의 방법으
로 미분화시켜 바람직한 입자크기를 가지는 분립체로 만들게 된다. 입자 크기를 작게
만드는 방법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해당한다(갑 제25, 26호증).
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2.5mg 내지 5mg 용량의 아픽사반 제제의 용출속도
를 구성요소 3과 같이 30분 내에 아픽사반의 77 중량% 이상이 용해되도록 조절하기
위해, 아픽사반의 입자 크기를 일정한 기준보다 작아지도록 미분화하는 방법을 선택하
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 한편, 선행발명 2에는 작고 균일한 결정을 만들 수 있는 결정화 방법이 개
시되어 있는데, 그 실시예 1에는 D90이 20μm 미만으로 작게 만든 아픽사반 결정형인
「N-1 형」이 개시되어 있다.
마) 나아가 선행발명 2의 명세서 [0003]에는 ‘물에 녹기 어려운 화합물의 생체이
용률은 그 화합물이 매우 순수하고 화합물 분자가 작고 균일한 입도를 갖고, 비표면적
이 크고 짧은 용출시간을 보일 때 증가한다는 점은 제약업계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고 기재되어 있고, 그 실시예에서 작은 입자를 가진「N-1 형」아픽사반이 개시되어 있
으며, 아픽사반이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지 않는 화합물이라는 점도 출원 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을 제3호증),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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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를 제조하려고 시도할 때 선행발명 2에 기재된 N-1 아픽사반을 원료로 채택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바)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개시된 아픽사반 2.5mg 및 5mg 정제를
제조하려고 할 때, 선행발명 2에 개시된 D90이 20㎛ 미만인 N-1 아픽사반 결정형을
원료로 채택함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한편, 구성요소 2에 개시된 입자크기의 수치범위인 89μm 이하의 D90 역시
임계적 의의나 현저한 효과가 있는 수치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기술자가 앞
서 본 구성요소 3의 용출속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입자크기를 찾기 위해 통상적인 방법
으로 용출시험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치에 불과하다. 또한 위
수치범위 내의 입자크기를 가진 제제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6)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2.5mg 및 5mg 용량의 아픽사반은 BCS Class III에 해당하는 약물
이어서 용출은 생체이용률에 대한 율속단계(속도결정단계)가 아니라고 예측되고 통상
의 기술자는 용출 속도를 높이더라도 생체노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생체흡수를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용출속도를 높이는 입자의 미분화
방안은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픽사반이 BCS Class III에 해당하는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
술자가 의약품 원료를 제제로 만드는 과정에서 용출시험을 생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
는다.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는 용출시험 과정에서 생체 흡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적
절한 용출속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입자의 미분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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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령 BCS Class III에 해당되는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대체하
기 위해서는 용출시험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갑 제13호증 2면), 원고들 주장과 같
이 BCS Class III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용출속도와 생체노출이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이 용출시험을 요구할 이유조차 없을 것이다. 즉, BCS는 주성분의
「용해도, 투과도」와 함께 제제의「용출률」을 주된 인자로 하여 약물을 분류하는 시
스템으로서, 주성분의 용해도뿐 아니라, 이 주성분으로 제제를 제조했을 때 그 제제가
얼마나 신속한 용출을 나타내지는지가 매우 중요한 기준(갑 제17호증 64쪽 좌컬럼 참
조)에 해당하고, BCS을 기준으로 하여 생동시험 면제 여부를 판정할 때에도 「30분 이
내에 85% 용출」등의 엄격한 용출률을 나타내어야만 생동시험 면제의 대상이 된다(갑
제17호증 64쪽 우컬럼 참조).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2.5mg 및 5mg 아픽사반 정제의
용출속도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약물입자를 미분화하면, ① 약물 입자의 표면적이 증가됨으로써
산소, 수분, 열과의 접촉 면적 및 접촉 기회가 증대하여 약물의 화학적 분해가 빨라지
고, 제제 첨가제들과도 입도 차이로 인해 혼합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균질한 혼합도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갑 제10, 19호증 표 1), ② 미분화된 입자는 입
자간 뭉치려는 성질이 증가하여 입자들의 흐름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공정에서 원활
한 조작을 방해하거나 다루기 어렵게 만들고(갑 제10, 20호증), ③ 미분화된 입자들 사
이에 증진된 응집력은 오히려 용출을 저해할 수 있으며(갑 제21호증), ④ 매우 작은 입
자들이 서로 뭉치려고 하고, 입자들이 뭉치면 그 사이에 기포가 붙잡혀 있게 되어 용
해 매질이 입자를 잘 적시지 못해 용해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갑 제23호증)하는 등
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BCS class II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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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2.5mg 및 5mg 용량의 아픽사반 정제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약물의 생체이용률 향상을 위한 미분화는 이 발명
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로 볼 수 있고, 약물을 미분화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문제점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미분화 정도를 조절하거나 적절한 첨가제
를 첨부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미분화로 인한 문제점이 통상의 기술자가 난용성 약물의 생체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약
물을 미분화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약물 입자
를 미분화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분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선행발명 2를 결합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선행발명 1은 아픽사반 2.5mg 내지 5mg 정제의 안전
성, 유효성을 개시할 뿐, 이들 정제의 생체이용률 및 적정 생체 노출에 대한 문제 인식
이 전혀 없으므로 선행발명 2에 개시된 미립자 결정질 아픽사반을 채택하여 결합할 동
기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BCS 이론은 아픽사반과 같이 용해도가 높은 약물에 있어서,
용출속도의 역치, 즉 용출속도가 생체 노출의 율속단계가 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역
치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데, 선행발명 1, 2 어디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
식이 없는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2를 결합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아픽사반은 BCS 기준상 용해도가 높음에 해당
하지만, 대한약전 기준상 용해성은 가장 나쁜 단계에 속하는 난용성 약물로 분류되므
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아픽사반이 제제로부터 용출되는 속도가 생체 노출의 율속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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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개시된 아픽사반 2.5mg, 5mg 정제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미분화 공정 등과 같은 가
용화 수단을 적용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선행발명 2에는 입자 크기가
작아 용출률 및 생체이용률이 개선된 D90이 20㎛ 미만인 아픽사반 결정형이 개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선행발명 2에 개시된 미립
자 결정질 아픽사반을 원료로 채택하여 아픽사반 2.5mg, 5mg 정제를 제조하고자 할
것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검토결과의 종합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7).
라. 이 사건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정정발명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정정발명은 각각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아픽사반 입자의 D90이 85㎛ 이하, 50㎛ 이하, 30㎛ 이하, 25㎛ 이하라고 한정한 종속
항들로서, 위 종속항 발명들에서 한정한 입자 크기 범위는 모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
명의 입자 크기인 ‘89㎛ 이하’ 범위에 포함되고, 입자 크기를 한정함에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마.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아픽사반 결정 입자가 N-1
7)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피고의 명세서 기재불비 주장 등
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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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인 종속항이나, 선행발명 2의 실시예 1에 D90이 20㎛ 미만인 아픽사반 결정 입자
가 N-1 형태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
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
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바. 이 사건 제9항, 제18항, 제21항, 제24항, 제27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정정발명 중 어느 한 항의
종속항으로, 아픽사반 정제가 혈전색전성 장애 치료용이라고 한정한 것이고, 이 사건
제18항, 제24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정정발명 중 어느 한 항의 종속
항으로, 아픽사반 정제에 포함된 아픽사반 함량이 각각 2.5mg, 5mg이라고 한정한 것
이며, 이 사건 제21항, 제27항 정정발명은 각각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
아픽사반 정제에 포함된 아픽사반 함량이 각각 2.5mg, 5mg이라고 한정한 것이나, 선
행발명 1에 아픽사반의 혈전 예방 효과 및 안전성 평가 결과 2.5mg을 1일 2회 투여하
거나 5mg을 1일 1회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9항,
제18항, 제21항, 제24항, 제27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정정발명과 마
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사. 이 사건 제7항, 제8항, 제10항, 제11항, 제19항, 제20항, 제22항, 제23항, 제25항,
제26항, 제28항, 제29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정정발명 중 어느 한 항의
종속항으로, 1~2 중량%의 계면활성제를 추가로 포함한다고 한정한 것이고, 이 사건 제
8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계면활성제가 나트륨 라우릴 술페이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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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10항 및 제11항 정정발명은 각각 이 사건 제7항 및 제
8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 아픽사반 정제가 혈전색전성 장애 치료용이라고 한정한
것이고, 이 사건 제19항 및 제20항 정정발명은 각각 이 사건 제7항 및 제8항 정정발명
의 종속항으로, 아픽사반 정제 중의 아픽사반 함량이 2.5mg이라고 한정한 것이며, 이
사건 제22항 및 제23항 정정발명은 각각 이 사건 제10항 및 제11항 정정발명의 종속
항으로, 아픽사반 정제 중의 아픽사반 함량이 2.5mg이라고 한정한 것이고, 이 사건 제
25항 및 제26항 정정발명은 각각 이 사건 제7항 및 제8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 아
픽사반 정제 중의 아픽사반 함량이 5mg이라고 한정한 것이며, 이 사건 제28항 및 제2
9항 정정발명은 각각 이 사건 제10항 및 제1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 아픽사반 정
제 중의 아픽사반 함량이 5mg이라고 한정한 것이다.
살피건대, 아픽사반과 같이 난용성 약물을 포함하는 제제에 가용화제로 계면활성
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제제설계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주지관용 기술에 불과하고, 나
트륨 라우릴 술페이트는 대표적인 가용화제 성분으로 주지되어 있는 성분이며, 선행발
명 1에 아픽사반의 혈전 예방 효과 및 안전성 평가 결과 2.5mg을 1일 2회 투여하거나
5mg을 1일 1회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위 각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정정발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
명 2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아. 이 사건 제30항 내지 제32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30항 내지 제32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정정발명의
정제를 건식 과립화법 또는 습식 과립화법으로 제조하고 필름 코팅하는 제조방법에 관
한 것이나, 위 제조방법은 원료를 배합하여 건식 또는 습식으로 과립화한 후 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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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코팅하는 통상적인 정제 제조공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30항 내지 제32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정정
발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
출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자. 이 사건 제48항 및 제49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48항 및 제49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갖고 있는 아픽사반 정제가 이 사건 제30항 및 제31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통상적인
정제 제조방법에 의해 수득된 것이라고 추가로 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48항 및 제49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마찬가
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차. 이 사건 제50항, 제52항 내지 제54항, 제56항 내지 제58항, 제60항, 제61항, 제63
항, 제64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50항, 제52항 내지 제54항, 제56항 및 제57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48
항 또는 제49항 정정발명의 아픽사반 입자가 N-1 형태, 아픽사반 함량이 2.5mg 또는
5mg, 아픽사반 입자의 D90이 85㎛ 이하 또는 50㎛ 이하라고 한정한 종속항들이고, 이
사건 제58항, 제60항, 제61항, 제63항, 제64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48항, 제49항, 제
52항 또는 제53항 정정발명의 아픽사반 정제가 혈전색전성 장애의 치료 또는 예방용
이라고 한정한 종속항들이나, 선행발명 2의 실시예 1에 D90이 20㎛ 미만인 아픽사반
결정 입자가 N-1 형태라는 기재가 있고, 선행발명 1에 아픽사반의 혈전 예방 효과 및
안전성 평가 결과 2.5mg을 1일 2회 투여하거나 5mg을 1일 1회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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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며, 위 이 사건 제54항, 제56항 및 제57항 정정발명들에서 한정
한 입자 크기 범위는 모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입자 크기인 ‘89㎛ 이하’ 범위에
포함되고, 입자 크기를 더욱 한정함에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므로, 위 각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마찬가
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해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카. 이 사건 제33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33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비교시, 아픽사반과 희석제
또는 담체를 포함하는, 정제에 포함되는 ‘고형 제약 조성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아픽
사반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레이저 광 산란법이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에서 차이가 있으나, 정제에 포함되는 결정질 아픽사반 입자와 희석제 또는 담체 성분
이 고형 조성물일 것이라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고, 아픽사반 입자
의 크기 측정법이 레이저 광 산란법이라고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픽사반 입자의
D90이 89㎛ 이하라고 한정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제33항 정정발명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기술적으로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33
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타. 이 사건 제34항 내지 제40항, 제42항, 제43항, 제73항, 제74항 정정발명의 진보
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34항 내지 제38항 정정발명은 각각 이 사건 제33항 정정발명의 아픽사
반 입자가 N-1 형태, D90이 85㎛ 이하, D90이 50㎛ 이하, D90이 30㎛ 이하, D90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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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라고 한정한 종속항이고, 이 사건 제39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33항 정정발명에
1~2 중량%의 계면활성제를 추가로 포함한다고 한정한 종속항이며, 이 사건 제40항 정
정발명은 이 사건 제39항 정정발명의 계면활성제가 나트륨 라우릴 술페이트라고 한정
한 종속항이다. 또한 이 사건 제42항, 제43항 정정발명은 각각 이 사건 제33항 내지
제40항 정정발명 중 어느 한 항의 종속항으로, 아픽사반 정제 중의 아픽사반 함량이
각각 2.5mg, 5mg이라고 한정한 것이고, 이 사건 제73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33항
내지 제40항 정정발명 중 어느 한 항의 종속항으로, 아픽사반 함유 고형 제약 조성물
이 혈전색전성 장애의 치료 또는 예방용이라고 한정한 것이며, 이 사건 제74항 정정발
명은 이 사건 제33항 내지 제40항 정정발명 중 어느 한 항에 정의된 고형 제약 조성
물을 포함하는 혈전색전성 장애의 치료 또는 예방용 의약에 관한 것이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2의 실시예 1에 D90이 20㎛ 미만인 아픽사반 결정 입자가 N-1
형태라는 기재가 있고, 위 이 사건 제35항 내지 제38항 정정발명들에서 한정한 입자
크기 범위는 모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입자 크기인 ‘89㎛ 이하’ 범위에 포함되
며, 아픽사반과 같이 난용성 약물을 포함하는 제제에 가용화제로 계면활성제를 포함시
키는 것은 제제설계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주지관용 기술에 불과하고, 나트륨 라우릴
술페이트는 대표적인 가용화제 성분으로 주지되어 있는 성분이며, 선행발명 1에 아픽
사반의 혈전 예방 효과 및 안전성 평가 결과 2.5mg을 1일 2회 투여하거나 5mg을 1일
1회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4항 내지 제40항,
제42항, 제43항, 제73항, 제74항 정정발명도 이 사건 제33항 정정발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어 그 진
보성이 부정된다.

- 37 -

파.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1항, 제18항 내지 제40항, 제42항, 제43항, 제48항
내지 제50항, 제52항 내지 제54항, 제56항 내지 제58항, 제60항, 제61항, 제63항, 제64
항, 제73항 및 제74항 정정발명은 그 진보성이 모두 부정되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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