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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심판원이 2017. 7. 4. 2015당32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결합 분자
2) 우선권 주장일/ 국제출원일/ 번역문 제출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4. 7. 22./
2005. 7. 22./ 2011. 8. 23./ 2014. 10. 28./ 제1457753호
3) 발명의 개요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친화도 성숙(affinity maturation)을 수행하는 다양한 레퍼토리의 작용적 중쇄만
의 항체(functional heavy chain-only antibody)의 제조 및 이들의 사용에 관련된다. 또한
본 발명은 다양한 레퍼토리의 군-특이적(class-specific) 중쇄만의 항체의 제조 및 사용과,
항체 중쇄 작용성(functionality), 바람직하게는 항체 중쇄 결합 작용성, 불변 영역 이펙터
(effector) 활성 및 선택적으로 추가적인 이펙터 작용을 가진 다가 폴리펩티드 복합체의
제조 및 사용에 관련된다(식별번호 [0001]).
또한 본 발명은 항원 노출에 반응하는 형질전환 마우스에서 작용적 중쇄만의 항체의 생산
방법에 관련된다. 특히 본 발명은 모든 군의 인간항원 특이적, 고친화도 중쇄만의 항체 또
는 군들의 혼합물의 생산과 완전 작용적 VH 항원 결합영역의 분리 및 발현 방법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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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식별번호 [0002]).
배경기술 및 기술적 과제
새로운 분자 생물학 기술의 출현과 함께 중쇄만의 항체(경쇄 결핍)의 존재는 인간(중쇄 질
환)과 뮤린(murine) 모델 시스템의 B 세포 증식이상에서 확인되었다. 분자 수준에서 중쇄
질환의 분석은 게놈 수준에서 변이와 결실이 경쇄와 결합하는 능력이 결핍된 중쇄만의 항
체의 발현을 야기하는 중쇄 CH1 영역의 부적절한 발현으로 결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식별번호 [0014]). 파아지 라이브러리로부터 유래된 분리된 인간 VH영역에 대한 다
른 연구는 VH영역의 항원 특이적 결합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VH영역은 낮은 용해성를 가
지는 것으로 증명되었다(식별번호 [0015]).
다른 척추동물 종을 사용한 연구는, 자연적인 유전자 변이의 결과인 카멜리드(camelid, 낙
타, 라마 등의 낙타과 동물)는 CH1 경쇄 결합영역의 부재에 기인한 경쇄에 결합할 수 없
는 작용적 IgG2와 IgG3 중쇄만의 이합체를 생산하고, 상어와 같은 종은 포유동물 T세포
수용체 또는 면역글로불린 경쇄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유사 중쇄만의 결합 단백질 패
밀리를 생산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식별번호 [0016]).
카멜리드 중쇄만의 항체의 특징은 인간 VH영역과 관련된 개선된 용해성을 제공하는 카멜
리드 VH영역이다. 인간 VH는 개선된 용해성 특성을 위하여 설계될 수 있거나, 용해성은
생체 내(in vivo) 자연적 선택에 의하여 획득될 수 있다(식별번호 [0017]).
인간 VH와 관련된 용해성에서의 이점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카멜리드 VHH는 인간에
항원성이고, 카멜리드의 면역화 또는 파아지 디스플레이 기술에 의하여 생산되어야만 한
다(식별번호 [0025]). (인간 또는 카멜리드 또는 다른 기원이든) 고친화도 VH 결합영역을
포함하는 중쇄만의 항체의 최적의 생산과 선별은 생체 내 재조합과 친화도 성숙을 촉진시
키지 못하는 랜덤화된 파아지 라이브러리로부터의 선택에 의존하는 접근법들에 대한 대체
적 접근법으로부터 이점이 있을 것이다(식별번호 [0027]).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은 형질전환 포유동물에서 이형 VH 또는 카멜리드 VH(VHH) 중쇄 유전자좌를 발현
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VH 또는 카멜리드 VHH 중쇄 유전자좌는 CH1 영역을 코딩하
지 않는 중쇄 불변 영역을 포함하고, 유전자좌는 발현될 때 특정 군(class) 또는 군들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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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만의 항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인, 형질전환 동물에서 VH 중쇄만의 항체 또는 카멜리드
VHH 중쇄만의 항체의 생산 방법을 제공한다(식별번호 [0034]).
상기 VH 또는 카멜리드 VHH 중쇄 유전자좌는 하나 이상의 카멜리드 또는 비카멜리드 V
유전자 단편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V 유전자 단편은 개선된 용해성 특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선별되거나 설계된다. 바람직하게 V 유전자 단편은 인간 유래이다(식별번호
[0035]).
효과
본 발명에서 설명된 방법을 사용하면, 작용적 VH 영역은 항원결합 특이성 및 친화도를 완
전하게 보유하는 VH 결합영역을 생산하는 세균 시스템에서 클로닝되고 발현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군 특이적 중쇄 이합체 및 다합체는 하이브리도마 세포주 배양에 의하여 분비
될 수 있다(식별번호 [0060]).
또한 본 발명의 형질전환 마우스는, 항원 노출에 반응하여 바람직한 군의 중쇄만의 항체,
예를 들어 단독 IgM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단독 IgG 또는 예를 들어 IgA, IgG 및 IgM의
혼합물을 생산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식별번호 [0061]).
본 발명에 따라 얻어진 항체는, 종래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것보다 나은 이점을 가지는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단일 또는 공지된 군이고, 바람직하게는 인간 기원이다. 항체는
생체 내 VDJ 재조합 및 친화도 성숙으로부터 결과된 고친화성이다. 항체와 이들의 단편은
당 분야에서 공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분리되고 특징화되고 제조될 수 있다(식별번호
[0075]).

[도 26]

동형이합 복합체 중쇄 항체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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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범위(정정 후의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곳이다. 정정 전의 것은 [별
지]와 같다)
【청구항 1】 다음의 단계들을 포함하는, VH 중쇄만의 항체 생산 방법:
(a) 이형1) VH 중쇄2) 유전자좌를 발현하는 형질전환 설치류를 항원으로 면역화하
는 단계; 여기에서, (i) 상기 VH 중쇄 유전자좌는 적어도 하나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VH 유전자 단편, 적어도 하나의 D 유전자 단편, 적어도 하나의 J 유전자 단편을 포함
하는 가변영역 및 적어도 하나의 중쇄 불변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VH, D 및 J 유전자

1) 이형(異形)
2) 重鎖, h eavy

ch 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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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은 인간 기원이고; (ii) 각각의 불변 영역은 CH1 영역을 코딩하지 않고; (iii) VH 유
전자 단편, D 유전자 단편 및 J 유전자 단편은 VDJ 코딩 서열을 형성하기 위해 재조
합이 가능하며; (iv) 각 중쇄 불변영역은 인간 기원이 아닌 척추동물 기원이고; (v) 발
현시 상기 재조합 VH 중쇄 유전자좌는, 가용성3) 항원특이적 VH 결합 영역 및 CH1 영
역이 결여된 불변영역 이펙터를 포함하는 가용성의 중쇄만의 항체 형성이 가능하다;
(b) 항체 생산 세포로부터 VH 중쇄만의 항체를 코딩하는 핵산 서열을 분리하는
단계; 및
(c) 재조합 DNA 기술을 사용하여 VH 중쇄만의 항체를 생산하는 단계(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정정 후의
전체 청구항을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설치류에 대해 내생적인 면역글로불린 경쇄
유전자좌는 결실4) 또는 사일런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설치류에 대해 내생적인 면역글로불린 중쇄
유전자좌는 결실 또는 사일런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면역화는 항원을 형질전환 설치류에 주입하
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단계 (b) 및 (c)는 다음의 단계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ⅰ) 목적하는 항원특이적인 중쇄만의 항체를 발현하는 세포 또는 조직을 분리
하는 단계; (ⅱ) 상기 단계 (ⅰ)의 세포 또는 조직으로부터 하이브리도마를 생산하는
단계; (ⅲ) 상기 하이브리도마로부터 상기 중쇄만의 항체 mRNA를 클로닝하는 단계;
3) 可溶性 : 물질이 액체에 잘 녹는 성질
4) 缺失 : 일부가 빠져 없어짐. 또는 일부를 빠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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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ⅳ) 상기 중쇄만의 항체를 이형 발현 시스템에서 생산하는 단계.
【청구항 5】 제1항의 단계 (a)를 포함하는, 가용성인 항원특이적 VH 결합 영역의
생산 방법으로서, 상기 면역화는 항원을 형질전환 설치류에 주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하기 추가의 단계들 (b1) 내지 (f1)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b1) 목적하는 항원특이적인 중쇄만의 항체를 발현하는 세포 또는 조직을 분리
하는 단계; (c1) 상기 단계 (b1)의 세포 또는 조직으로부터 하이브리도마를 생산하는
단계; (d1) 상기 하이브리도마로부터 상기 중쇄만의 항체 mRNA를 클로닝하는 단계;
(e1) 상기 단계 (d1)의 클로닝된 mRNA로부터 항원특이적 VH 영역을 확인 및 분리하는
단계; 및 (f1) 상기 가용성인 항원특이적 VH 결합 영역을 이형 발현 시스템에서 생산하
는 단계.
【청구항 6】 제1항의 단계 (a)를 포함하는, 가용성인 항원특이적 VH 결합 영역의
생산 방법으로서, 상기 면역화는 항원을 형질전환 설치류에 주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하기 추가의 단계들 (b2) 내지 (f2)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b2) 목적하는 항원특이적인 중쇄만의 항체를 발현하는 세포 또는 조직을 분리
하는 단계; (c2) 상기 분리된 세포 또는 조직으로부터 유래된 mRNA로부터 VH 유전자
좌를 클로닝하는 단계; (d2) 상기 VH 유전자좌에 의하여 코딩된 VH 영역을, 파지 또는
유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e2) 가용성의 항원특이적 VH 영역
을 확인하는 단계; 및 (f2) 상기 가용성의 항원특이적 VH 영역을 단독으로 또는 융합체
로서 발현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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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및 8】 삭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VH 중쇄 유전자좌는 하나 이상의 VH 유전자
단편, 하나 이상의 D 유전자 단편 및 하나 이상의 J 유전자 단편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내지 12】 삭제
나. 선행발명(갑 제4호증)
2004. 6. 17. 공개된 국제공개특허공보 WO 2004/49794 A2호에 게재된 ‘단일사
슬 항체(Single Chain Antibodies)’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 분야
본 발명은 단일사슬 항체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단일사슬 항체를 발현할 수 있
는 트랜스제닉(transgenic) 마우스 및 이러한 트랜스제닉 마우스에 의해 생산된 단일 사슬
항체를 포함한다(1면 3~5행).
배경기술 및 기술적 과제
포유동물 Ig의 특징적인 고전적 구조 이외에 낙타과(낙타, 단봉낙타 및 라마)의 혈청은 L사슬이 없이 H-사슬(중쇄 Ab 또는 HCAb)로만 구성된 Ig의 주요 타입을 함유한다(2면
6~9행). 낙타과 종에서 HCAb의 발생은 또한 특이적 VHH유전자의 사용에 의존하며, 이것
은 VL(경쇄 가변영역)도메인과 정상적으로 접촉하는 잔기를 암호화하는 코돈 중 일부에서
변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2면 19~22행).
지금까지, 도메인 쌍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VH/VL계면 돌연변이(예를 들어, G44E, L45R
및 W47G)가 도입되는 단일 도메인 조합부위의 구성에 대한 시험관 내 분자적 접근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단일 VH도메인의 레퍼토리는 파지(phage)에서 발현되었다. 하지만, 인
간 HCAb의 선택을 위한 생체 내 방법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특히 트랜스제닉 마우스의
사용에서 여러 이점이 있을 것이다(2면 31행 내지 3면 6행).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트랜스펙션된 마우스 골수종 세포에서 재배열된 낙타과 단일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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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의 발현을 입증하였다(실시예 1). 낙타 VHH-γ2a 유전자의 발현에 이어 마우스 골수종
세포주에 의한 기능적 HCAb의 적절한 mRNA 가공, 번역, 폴딩(folding) 및 분비는, HCAb
특징들은 모두 생식세포 계열 유전자(germline genes)에 각인(imprinting)되고, 추가적인
낙타-특이적 기반 시설(infrastructure)이 필수적이지 않거나 마우스 전사, 번역 및 분비 메
커니즘에 의해 우회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게다가 실시예 2에서 HCAb VHH-γ2a유
전자를 가지고 있는 트랜스제닉 마우스의 혈장에서 낙타과 HCAb의 존재를 입증한다. 실
시예 3 및 4에서 HCAb 전이유전자에 의한 중쇄 넉아웃 마우스 B 세포 발달의 구제를 입
증하고 분석한다. 실시예 6 및 7은 트랜스제닉 마우스에서 단일 사슬 항체로서 적절하게
변형된 인간 VH 또는 VL유전자의 발현에 관한 것이다(11면 3~14행).
효과
본 발명의 트랜스제닉 마우스는 B 세포에서 및/또는 혈장에서 단일사슬 항체를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고전적 항체의 생산을 위한 동물의 사용에 있어서 이점은 생체 내에
서 면역화된 동물의 B 세포에서 일어나는 선택 및 친화도 성숙화의 자연적 과정에 있으
며, 원하는 항체의 잠재적으로 더 빠르고 더 쉬운 유도를 일으킨다(4면 14~18행).
HCAb는 낙타과에서 독점적으로 관찰되었지만 다른 포유동물 종에서는 아니며, HCAb 생
산은 HCAb 유전자를 가공하고 이것들을 기능적 항원-결합 실체물로 조립하고 이것들을
발현하기 위해 낙타과-특이적인 동반된 특정 인자를 수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
한 이유로, 진짜 HCAb를 생산하기 위해 비낙타과 종을 활용하는 능력은 처음으로 본원에
서 입증된 바와 같이 예상치 못한 결과이다(4면 24~29행).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3.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우
선권 주장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및 우선일 당시의 기술상식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는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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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2015. 8. 25. 위 심판청구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대한 정정청구를 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323호로 심리하여 2017. 7. 4. ‘이 사건 정
정청구는 적법하고, 그에 따라 삭제된 이 사건 제7항, 제8항, 제10항 내지 제12항에 대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며, 정정 후의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6항, 제9항 정정발명은 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에 기재불비가 인정되지 않고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도 부정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
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및 쟁점의 정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정정청구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VH, D 및
J 유전자 단편이 인간 기원”이라는 사항을 추가한 정정(정정사항 2)은 ‘인간 VH 결합영
역의 가용성’에 관한 새로운 목적과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청구범위의 실질
적 변경에 해당하여 정정요건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와 ‘실시예 1’은 중쇄만의 항체의 가변영역 및 불
변영역의 기원에서 차이가 있고 청구범위에 설치류 내인성 유전자의 불활성화에 관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실시예 1에 의해서는 인간 VH
도메인의 응집경향을 극복하고 자연발생의 가용성 인간 중쇄 항체를 용이하게 생산할
수 없다. 이 사건 정정발명은 그 실시예 1에서 ‘라마 VHH 유전자 단편’을 사용하여 얻은
실험데이터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인간 VH 유전자 단편’에 의한 이 사건 정정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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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설명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
항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며, 동시에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
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기재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것이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종래기술 등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일 당시 기술수준 및 기술상식에 의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설치류의 항원 면역화에
의해 이형 중쇄만의 유전자가 면역 시스템의 자연적인 프로세싱으로 기능적인 항체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한 선행발명의 재배열된 유전자좌
로부터 얻어진 결과가 재배열되지 않은 유전자에서도 동일하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선행발명에는 이 사건 정정발명에 이르는 것을 저해하는 부정적
교시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
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정정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
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정정청구의 정정사항 2는 이미 정정 전 청구항 8에 기재되어 있던 사
항이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가 새로운 목적과 효과를 가지게 되

- 11 -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정정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실시예를 통해 통상의 기술자는 이형의 중
쇄만의 가용성 항체 생성이 형질전환 마우스 내에서 생성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
고, 이 사건 정정발명에 따른 항체 생성 방법을 통해 인간 VH 유전자를 포함한 이형의
중쇄만의 항체의 생산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정정발명은 청구범위의 명세서 뒷받침 기재요건 및 발명의
용이실시 기재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3) 선행발명 및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일 당시 선행기술들은, 면역화 반응을 통
한 중쇄만의 항체 형성을 위한 생체 내 재조합 및 재배열, 체세포 초돌연변이 및 클래
스 스위칭을 통한 B 세포 성숙과정과 이러한 생체 내 B 세포 성숙과정을 통해 생성된
항체의 가용성에 대해서 어떠한 기재도 없고 이에 관해 암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형
질전환 설치류 생체 내에서 면역화를 통해 이형 유전자좌로부터 중쇄만의 항체 생성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및 선행기술들로부터 이 사건 정정발명의
성공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정정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
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정정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정정청구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실
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 ②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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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및 특허청구범위에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3항과 제4항 제1호5)에서 정한 요건의 위배가 있는지
여부 및 ③ 이 사건 정정발명이 선행발명 및 관련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는
지 여부 등이다.
3. 이 사건 정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하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6)은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
고 있다. 또한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이 준용하는 제136조 제3항은 ‘제136조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
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따라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다.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이 준용하는 제136조 제4항은 ‘제136조 제1항에 따른 명세
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5) 특허법 부칙 <제8197호, 2007. 1. 3.>
제2조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제47조 제1항, 제55조 제3항, 제59조 제2항 단서, 제62조 제4호, 제63조의2, 제
64조 제1항 단서, 제170조 제1항 후단 및 제174조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6) 특허법 부칙 <제14035호, 2016. 2. 29.> (시행 2017. 3. 1.)
제11조(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3조의2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
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특허의 정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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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정사항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한 정정사항은 ① 정정 전 청구항 제1항 내지 제6항에 기재
되어 있던 ‘비인간 포유동물’을 정정 후 ‘설치류’로 변경한 것이고(이하 ‘정정사항 1’이라
한다), ② 청구항 제1항에 ‘상기 VH, D 및 J 유전자 단편은 인간 기원이고’를 추가한 것
이며(이하 ‘정정사항 2’라 한다), ③ 청구항 제7항, 제8항, 제10항 내지 제12항 발명을
삭제한 것이다(이하 ‘정정사항 3’이라 한다).
다. 판단
1) 정정사항 1은 동물의 분류학적 계층이 ‘척추동물아문 - 포유강 - 쥐목(설치류)’
의 위계를 가진 점에 비추어 기술적 적용범위를 내적으로 한정한 것이어서 이는 청구범
위의 단순한 감축에 해당된다.
2) 정정사항 2는 당초 VH, D 및 J 유전자 단편의 기원(유전자 단편이 유래된 생물
체)을 한정하지 않았던 것을 ‘인간 유래된 것’으로 그 기원을 한정하였으므로 청구범위
의 감축에 해당된다.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식별번호 [0037], [0068] 등에 VH, D
및 J 유전자 단편이 인간 기원일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 특히 정정 전 청구항 제8항
에 VH, D 및 J 유전자 단편은 인간 기원임을 기재하고 있었으므로 정정사항 2는 이 사
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전반의 기재에 의하면 VH, D 및 J 유전자 단편은 중쇄만의 항
체를 형성하는 VH 결합영역의 세부 구성요소로서 그에 대하여 용해성 또는 가용성이라
는 특성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었고, 그러한 특성이 정정 전 청구항 제1항에 ‘가용성
VH 결합영역’ 및 ‘가용성의 중쇄만의 항체’라는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정사항 2에 의하여 그 기원이 한정되기 전의 VH, D 및 J 유전자 단편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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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을 그 목적 및 효과로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정사항 2에 의하
여 새로운 목적 및 효과가 부가됨으로써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정정사항 3은 청구항을 삭제한 것이어서 청구범위 감축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3조의2의 정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
이므로 적법하다.
4. 이 사건 정정발명과 선행발명의 비교
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성의 대응관계
구성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선행발명

요소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다음의 단계들을 포함하는, VH

- 본 발명에 따라 단클론성 또는 다클론성 중쇄 유

중쇄만의 항체 생산 방법:

일 항체, 또는 중쇄-경쇄 키메라 항체가 제공되는
데, 이것은 단일 도메인 항원-결합 VH 또는 VL 영역

1

(a) 이형(異形) VH 중쇄 유전자

을 포함하는 구조를 가지며, 상기 한정된 마우스의

좌를 발현하는 형질전환 설치류

면역화 시 만들어진다(7면 9~12행).

를 항원으로 면역화하는 단계;

- [실시예 2] VHH-Cγ2aTM구조의 낙타 중쇄 유전자

여기에서,

를 가지고 있는 여러 마우스를 얻었다(18면 27행
내지 19면 1행).

2

(i) 상기 VH 중쇄 유전자좌는 적

- 트랜스제닉 마우스는 단일 사슬 항체 발현을 위

어도 하나의 자연적으로 발생하

한 이종(異種)의 면역글로불린 중쇄 및/또는 (경쇄)

는 VH 유전자 단편, 적어도 하

사슬 자리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종

나의 D 유전자 단편, 적어도 하

기원 중쇄 및/또는 경쇄 자리 유전자는 VL 및/또는

나의 J 유전자 단편을 포함하는

VH, 및/또는 D 및/또는 JH 및/또는 C 유전자를 포

가변 영역 및 적어도 하나의 중

함할 수 있다(5면 제10~1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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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 불변영역을 포함하고,

-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이종은 비낙타과,

상기 VH, D 및 J 유전자 단편은

예를 들어, 인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제닉

인간 기원이고;

마우스.
- [실시예 6, 7] V, D 및

J 세그먼트(단편)를 포함

하는 인간 IgH를 생산하는 인간 중쇄 자리 유전자
(IgH γΔ YAC 구조)를 설계하고 있음(도 11).
그런데, “면역화 후 특이적 단일 사슬 항체를 얻
을 수 있다”(23면 22~23행)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데이터는 없음.
(ii) 각각의 불변 영역은 CH1 영

- 이종 기원 중쇄 자리 유전자는 단일 사슬 항체의

역을 코딩하지 않고;

발현 및/또는 항원 결합을 허용하도록 변형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종 기원 중쇄 자리 유전자의 C
영역 엑손(예를 들어, CH1 엑손)이 변형될 수도 있

3

다(5면 13~16행).
- [실시예 1] CH1 도메인 엑손은 재조합 유전자에
존재했지만 세포내 전사 중 제거됨(11면 26~28행)
(iii) VH 유전자 단편, D 유전자

- 트랜스제닉 마우스는 단일 사슬 항체의 레퍼토리

단편 및 J 유전자 단편은 VDJ

를 발현할 수도 있다. 이종 기원 중쇄 및/또는 경쇄

코딩 서열을 형성하기 위해 재

자리 유전자 또는 유전자의 레퍼토리는 마우스 B

조합이 가능하며;

세포에서 재배열 및 발현을 경험할 수도 있다. 예를

4

들어, 상이한 VH 유전자는 상이한 D 및

J 세그먼

트와 함께 재배열될 수도 있다(6면 10~15행).
- [실시예 1 내지 5] HEL(계란 난백 리소자임) 항원
에 특이성을 갖는 이미 재배열된 낙타 H사슬 유전
자( VHH-γ2a)를 사용(도 1).
5

(iv) 각 중쇄 불변 영역은 인간

- [실시예 1 내지 5] 불변영역은 낙타 기원(낙타 Cγ

기원이 아닌 척추동물 기원이고;

2a 유전자)임(12면 29행 내지 13면 9행,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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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 발현시 상기 재조합 VH 중쇄

- 지금까지, 도메인 쌍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좌는, 가용성 항원특이적

VH/VL계면

VH 결합 영역 및 CH 1 영역이

W47G)가 도입되는 단일 도메인 조합 부위의 구성

결여된 불변 영역 이펙터를 포

에 대한 시험관 내 분자적 접근법이 사용되었다(2

함하는 가용성의 중쇄만의 항체

면 31행 내지 3면 1행).

형성이 가능하다;

-[실시예 2 내지 4] 낙타-타입 H사슬이 트랜스제닉

돌연변이(예를

들어,

G44E,

L45R

및

마우스에서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음(19면 14~15
행, 20면 1~3행, 20면 7~9행, 21면 28~30행).

7

(b) 항체 생산 세포로부터 VH

-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는 트랜스제닉 마우스로

중쇄만의 항체를 코딩하는 핵산

부터 유래된 항체 디스플레이 라이브러리인데, 여기

서열을 분리하는 단계; 및

에서 디스플레이 라이브러리는 단일 사슬항체의 집
단을 암호화하기 위해 시험관 내에서 전사되고 번
역되는 면역글로불린 중쇄 및/또는 경쇄 유전자를
포함한다. 라이브러리는 상기 한정된 마우스로부터

(c) 재조합 DNA 기술을 사용하
여 VH 중쇄만의 항체를 생산하
8

는 단계.

분리된 림프구 DNA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 라이브러
리의 생산 방법이 제공되는데, 면역글로블린 중쇄
및/또는 경쇄 유전자를 박테리아, 효모, 파지 또는
리보솜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도입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7면 18~26행).

나. 공통점과 차이점
1)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이 이형 VH 중쇄만의 항체를 형질전환 마우스에서 발현시켜 VH 중쇄
만의 항체를 생산하는 구성은 선행발명에서 낙타 중쇄 유전자를 도입한 마우스에서 그
이형 유전자를 발현시켜 항원결합 VH 도메인을 포함하는 중쇄 유일 항체를 생산하는
구성과 동일하고, 구성요소 1이 설치류(마우스)를 면역화시키는 구성은 설치류로 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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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도입)된 이형 유전자가 발현하는 항체의 항원 특이성 보유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단순한 선택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성요소 1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과 기술적으로 공통이다.
2)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에서 VH 중쇄 유전자좌가 VH, D 및 J 유전자 단편을 포함하는 가변
영역과 불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선행발명에서 단일 사슬 항체 발현을 위한
중쇄 유전자가 VH, D 및 J 단편과 C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공통이다.
다만 구성요소 2가 가변영역의 VH 유전자 단편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 기
원’으로 한정한 점에 대하여 보면,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은 그 청구항 16에서 VH 단
편을 인간 기원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종래 인간 기원 중쇄만의 항
체의 경우에는 응집성이 강하여 항체 생산, 이용 등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구성요소 2의 위 한정 사항은 구성요소 6에서 특정하고 있는 ‘VH 결합영역의 가용성’
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에 관련하여 선행발명에는 자연 발생적인
인간 기원 VH 단편을 포함하는 중쇄 항체가 가용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
이 없고, 그 실시예의 실험데이터로부터도 위 가용성을 확인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차
이가 있다.
3)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이 중쇄만의 항체의 불변 영역에 CH1 영역을 코딩하지 않는 점에 상
응하게 선행발명도 단일 사슬 중쇄 항체의 발현에 유리하도록 C 영역, 즉 불변영역의
CH1 엑손을 세포 내의 유전자 전사 중에 제거하는 점에서 서로 공통이다.
4) 구성요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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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4는 구성요소 1, 2와 유기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 구성의 요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 VH 단편을 가진 중쇄만의 유전자좌가 설치류에서 VDJ 재조
합(재배열)7) 가능하여 다양한 레퍼토리의 중쇄만의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점에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에는 이종 기원의 단일 사슬 중쇄 유전자의 재배열이 발명의 설명에
언급은 되어 있으나 실시예 1 내지 5는 이미 재배열된 낙타 H사슬 유전자를 마우스에
서 발현시키고 있을 뿐이고, 재배열되지 않은 인간 H사슬 유전자의 발현에 관한 실시
예 6, 7은 구체적인 실험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양 발명의 중쇄 유전자좌의 구
조는 아래 표의 각 도면 참조).
<이 사건 정정발명의 실시예 1 : 도 12>

<선행발명의 실시예 1 내지 5 : 도 1>

<선행발명의 실시예 6, 7 : 도 11>

7) 중쇄 가변부위의 VDJ 재조합(recombination) :
인간 14번 염색체에 있는 중쇄 사슬(H 사슬) 가변영역의 다양성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약 100종의 VH 유전자 단편 중 하나가
약 20개의 D(diversity) 유전자 단편 중 하나 그리고 6개의 J(joining) 유전자 단편 중 하나와 결합하여 VDJ 조합한다. 각 단
편의 중간에 위치한 DNA는 제거되어 분해된다. 어떤 V, D, J 유전자 단편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선택은 각 B 세포에서 무작
위로 행해진다. 그에 따라 거대한 수의 B 세포들에서 수많은 다른 VDJ 조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경쇄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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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양 발명은 중쇄 항체를 발현시키는 유전자좌가 재조합(재배열) 가능한 상
태였는지 여부에서 구성상 차이가 나고 이는 곧 설치류(마우스)에서 생산되는 중쇄 항
체의 레퍼토리 다양성이라는 효과의 차이로 이어진다.
5) 구성요소 5
구성요소 5가 중쇄 불변영역의 기원을 비인간 척추동물로 한 점은 선행발명이
중쇄 유전자의 불변영역의 기원을 역시 비인간 척추동물인 낙타(낙타 Cγ2a 유전자)로
한 점과 동일하다.
6) 구성요소 6
구성요소 6 중 중쇄 항체의 불변영역이 CH1 영역을 결여하는 것이 선행발명과
공통인 점에 대하여는 앞에서 구성요소 3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다. 구성요소 6 중
불변영역이 이펙터를 포함하는 점에 대하여 보면, 이펙터가 세포상에서 원하는 생물학
적 효과를 중재하는 어떤 부분을 포함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명세서 식별번호
[0153] 참조) 이는 항체 불변영역의 C-말단에서 B 세포의 세포막과 결합하거나 체액
내의 생물학적 물질들과 상호작용하는 이펙터 기능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체에
일반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공통이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J 단편(D 단편은 없다)과의 조합이 더해지면 항체 전체로 수백만의 VDJ 조합이 발생하여 항체 특이성의 다양성이 형성된다.
경쇄 가변부위에는, 2번 염색체의 κ경쇄 및 22번 염색체의 λ경쇄 각각에 30~40개의 V 단편과 5~6개의 J 단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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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6이 가용성 VH 결합영역을 포함함으로써 가용성의 중쇄만의 항체 형
성이 가능한 점에 대응하여 선행발명에서도 중쇄항체의 발현, 즉 그 가용성이 확인되
고 있지만 이는 낙타-타입 H사슬에 의한 것으로서 구성요소 2에 의한 인간 기원 가변
영역을 포함하는 중쇄항체에 의한 가용성과는 구별된다.
7) 구성요소 7, 8
구성요소 7은 구성요소 1에 따른 중쇄 항체를 생산하는 형질전환 설치류의 항체
생산 세포로부터 mRNA을 거쳐 cDNA 핵산 서열을 분리(클로닝)하는 단계에 관한 것
이고, 구성요소 8은 그 분리된 핵산 서열을 재조합 DNA 기술을 사용하여 세균, 효모
등 발현 숙주(시스템)로 도입하여 항체를 생산하는 단계에 관한 것으로(이에 관하여 이
사건 제4, 5, 6항 정정발명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이는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는 항체 디스플레이 라이브러리 생산 방법과 같이 통상적인 항체 제조 기술에 불과
한 것이다.
따라서 구성요소 7, 8은 선행발명과 기술적으로 공통이다.
5.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기재불비 여부
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
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
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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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막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
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
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
고, 그 규정취지를 달리하는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것처럼 발명의 상세한 설
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정발
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설명을 명확하고 상세하
게 기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며, 동시에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관련 법리와 같이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기재요건
충족 여부는 그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 충족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의 식별번호 [0001] 내지 [0004],
[0017], [0033] 내지 [0056], [0068], [0081], [0091], [0120] 내지 [012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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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0], [0232], [0234]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및 제9항 정정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에 대응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발명에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기재요건을 위반
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실시예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그 작용과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는 달리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
라고 하는 화학발명, 생명공학발명 등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
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
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기재되지 않으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후
2958 판결 참조). 출원 시의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 수준에서 화학 또는 생물학적 반응
이나 효과 등이 명확하거나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반드시 실시예
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현하기 위하여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거나 과도한 시행착오나 반복실험 등을 거쳐야
한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것이므로 구 특허법 제
42조 제3항 위반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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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정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연적으
로 발생하는 인간 기원의 VH 유전자 단편’을 이용하여 ‘가용성의 중쇄만의 항체’를 생
산하는 실시예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의 실시예 1을 비교하여 보면,
항체 가변영역이 [인간 VH, D, J] 대 [라마 VHH, 인간 D, J]로, 항체 불변영역이 [비인간
척추동물] 대 [인간]으로, 설치류 내인성 유전자좌의 불활성화 여부가 [불활성화 없음]
대 [불활성화 함]으로 각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정정발명은 경쇄 부재 시 인간 VH
도메인의 응집경향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발생의 가용성 인간 중쇄만의 항체를 생산하
기 위한 방법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정정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
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기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들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와
실시예 1의 기재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정정발명이 설치류에 대해서는 ‘라마 VHH 유전
자’와 같이 이형(異形)인 ‘인간 VH 유전자’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인간 기원의 가용
성 중쇄만의 항체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실시예 1에 아래 표이 기재와 같
이 ‘인간 VH'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o 카멜리드 중쇄만의 항체의 특징은 인간 VH 영역과 관련된 개선된 용해성를 제공하는 카
멜리드 VH 영역이다. 인간 VH는 개선된 용해성 특성(Davies와 Riechmann, (1996) Protein
Eng., 9 (6), 531-537; Lutz와 Muyldermans, (1999) J. Immuno. Methods, 231, 25-3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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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설계될 수 있거나, 용해성는 생체 내(in vivo) 자연적 선택에 의하여 획득될 수 있
다(Tanha 등, (2001) J. Biol. Chem., 216, 24774-24780)(식별번호 [0017]).
o 상기 VH 또는 카멜리드 VH(VHH) 중쇄 유전자좌는 하나 이상의 카멜리드 또는 비카멜리드
V 유전자 단편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V 유전자 단편은 개선된 용해성 특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선별되거나 설계된다. 바람직하게, V 유전자 단편은 인간 유래이다.(식별번
호 [0035])
o 본 발명은 인간 또는 카멜리드 군 특이적 중쇄만의 항체 또는 인간 VH 결합 영역 (바람
직하게는, 가용성 VH 결합 영역) (단독 또는 선택된 이펙터 영역에 연결된) 인간 VH 결합
영역의 유도 및 생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D와 J 유전자 단편에 연결된 (추가적으로
용해성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척추동물 기원의 어떠한 V 유전자 단편의 키메
릭성 조합물의 생산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V 유전자 단편은 인간 기원이고, 카멜리드
유래의 V 유전자 단편이 아니다. 결과의 VH 영역은, D 및 J 단편이 카멜리드로부터 유래
되지 않는다면, 확장된 카멜리드 유사 CDR3 고리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식별번호
[0068]).
o 바람직하게, 상기 V 유전자 단편은 개선된 용해성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선별되거나, 설계
된 인간 기원이다(식별번호 [0081]).
o 본 발명에 있어서, 용어 "D 유전자 단편"과 "J 유전자 단편"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D 및
J 유전자 단편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D와 J 유전자 단편은 동일한 척추동물 유래이며,
그것으로부터 V 유전자 단편이 유래되었다. 예를 들어, 만약 V 유전자 단편이 인간 유래
이고, 용해되거나, 설계된다면, D 및 J 유전자 단편 또한 인간 유래인 것이 바람직하다. 택
일적으로, V 유전자 단편이 예를 들어, 낙타로부터 유래될 수 있고, 역으로 D 및 J 유전자
단편은 인간 유래일 수 있다(식별번호 [0091]).
<실시예 1의 기재>
o IgM 구조물을 얻기 위하여(도 11), 하나 이상의 VH 유전자(바람직하게는, 용해성을 제공하
도록 설계된 인간 VH 유전자 또는 카멜리드 VHH 유전자)를 BAC에 클로닝하고, 뒤이어 인
간 D와 J 중쇄 단편과 Cμ를 클로닝하였다. 이 경우에, Cμ 영역만이 최종의 BAC내로 클로
닝되었다(식별번호 [0230]).
o IgM + IgG 구조물을 얻기 위하여(도 12), 하나 이상의 VH 유전자(바람직하게는, 용해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인간 VH 단편 또는 카멜리드 VHH 유전자)를 BAC내로 클로닝하고, 뒤
이어 인간 D와 J 중쇄 단편, Cμ(CH1은 없지만, CH4 엑손이 존재), (선택적으로 Cδ)와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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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간 Cγ2와 Cγ3 유전자 및 3' LCR을 클로닝하였다(식별번호 [0232]).
o IgM + IgG 구조물을 얻기 위하여(도 13), 하나 이상의 VH 유전자(바람직하게는, 용해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인간 VH 단편 또는 카멜리드 VHH 유전자)를 BAC내로 클로닝하고, 뒤
이어 인간 D와 J 중쇄 단편, (CH1 및 CH4를 가진)Cμ, (선택적으로 Cδ)와 변형된 인간 Cγ2
와 Cγ3 유전자 및 3' LCR을 클로닝하였다(식별번호 [0234]).

나) ‘[라마 VHH, 인간 D, J] 중쇄만의 유전자좌’나 ‘[인간 VH, D, J] 중쇄만의 유전
자좌’나 모두 설치류에 대해서는 이형(heterologous) 유전자로서, 실시예 1의 중쇄만의
항체는 이형 유전자좌가 형질전환 설치류에서 항원 면역화에 대한 응답으로 생체 내
(in vivo) 선택 방법을 거쳐 발현된 항체, 즉 가용성이 좋은 것들만이 최종적으로 선별
되는 생체 내 B 세포 성숙과정을 거쳐 발현된 항체이다.
다) 원고가 갑 제7 내지 13호증을 근거로 주장하는 인간 중쇄만의 항체에 본래
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응집성 문제는 시험관 내(in vitro) 파지 디스플레이 방법으로
인간 항체 가변영역을 분리해서 발현시킬 때 생기는 문제일 뿐 이 사건 정정발명과 같
이 항원 면역화에 따른 생체 내 재조합에 의하여 중쇄만의 항체를 생성시킬 때와는 무
관하다.
4) 검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라마 기원 VHH 유전자 단편’을 이용하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실시예 1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 기원의 VH 유전자
단편’을 이용하여 가용성의 인간 중쇄만의 항체를 생성하는 것에 관하여 통상의 기술
자가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거나 과도한 시행착오나 반복실험 등을 거치지 않고 과도한
부담 없이 발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기재된 것으
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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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 시 지식수준(이
하 ‘출원 시 지식수준’이라 한다)에서 ‘통상적인 인간 VH 도메인‘이 ’카멜리드 VHH 도메
인(라마 VHH)‘과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여 동등한 구조, 기능, 작용 또는 효과 등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험결과나 실시
예 등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 기원의 VH 유전자 단편을 이
용한 중쇄만의 항체로부터 가용성 특성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
다.
(1) 카멜리드 VHH 도메인(라마 VHH) 및 카멜화된 VH 도메인은 VH/VL 계면에
응집 경향을 나타내는 소수성 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경쇄 부재 시에도 응집 경향
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중쇄만의 항체의 생산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2) 반면 통상적인 인간 VH 도메인은 VH/VL 계면에서 경쇄에 가려진 소수성
표면을 가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쇄가 없는 중쇄만의 항체가 될 경우, 경쇄에 의
한 가려짐이 없기 때문에 소수성 표면이 노출되어 VH 도메인은 응집 경향을 나타내게
되고(aggregation propensity), 이와 같은 응집 경향은 항체가 항원에 결합하기 위해 필
요한 3차 구조로 접힘(folding)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항체가 항원에 결합하는 능력
을 제한하게 된다. 자연발생 인간 중쇄 항체가 가용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및 그 극
복에 대한 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의 기재 및 출원 시 지식수준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갑 제3호증)>
o 파아지 라이브러리로부터 유래된 분리된 인간 VH 영역에 대한 다른 연구는 VH 영역의 항
원 특이적 결합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VH 영역은 낮은 용해성을 가지는 것으로 증명되었
다(식별번호 [0015]).
o 카멜리드 중쇄만의 항체의 특징은 인간 VH 영역과 관련된 개선된 용해성을 제공하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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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리드 VH 영역이다. 인간 VH는 개선된 용해성 특성을 위하여 설계될 수 있다(식별번호
[0017]).
<갑 제6호증(Tanha 등, J. Biol. Chem 2001, 276, 24774-24780>
o 낙타과에서 발견되는 중쇄 항체는 경쇄를 결여하며, 결과적으로 VL 파트너의 부재를 반영
하는 가변 도메인을 가진다. 이들 항체의 가변 도메인(VHH)으로부터 유래된 단일 도메인
항체(dAb)는 고도로 가용성이며, 용해성의 구조적 근가가 부분적으로 해명되었다. 첫째,
보존된 인간/마우스 인터페이스 잔기가, 보다 미묘한 방법으로는 국소 입체구조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또는 비극성의 극성 치환에 의해서 VL 인터페이스의 친수성을 증가시키는
잔기에 의해 중쇄 항체에서 일반적으로 대체된다. 또는 이 설명은 불용성 인간 VH가 이들
치환을 도입함으로써 가용성이 된 실험에 의해 뒷받침된다. 둘째, 2개의 낙타 dAb의 해석
된 구조를 보면 CDR3이 VH 표면에서 다시 폴딩되어 VL 인터페이스의 상당한 표면적을
가리게 된다(24774면 왼쪽 칼럼 중단 내지 오른쪽 칼럼 상단).
o Davies와 Reichmann은 G44E8), L45R 및 W47G 돌연변이를 도입함으로써 인간 VH를 카멜
화했다(24779면 왼쪽 칼럼 중단).
<갑 제8호증(Davies 등, FEBS Letters 1994, 339, 289-290)>
o 광범위한 Ox13-VH는 아마도 노출된 VH/VL 계면에 의해 유발된 응집에 의한 것이기 때문
에, 단백질 조작을 통해서 이 계면의 돌연변이를 유발하였다. 변형은 경쇄가 없는 카멜리
드 면역글로불린에서 발견된 두 개의 VH 유전자에 대하여 공개된 서열을 기반으로 하였
다. 그것들의 FR 서열 및 인간 VH3 패밀리의 서열은 FR2에서 세 개의 잔기(44, 45 및 47)
를 제외하고는 매우 유사하였으며(도 1), 보통 VH 도메인에서 매우 잘 보존된다. 이 잔기
들(인간 VH3에서는 G44, L45 및 W47)은 VH/VL 계면에 위치하여 잔기 45 및 47의 측쇄들
은 공지된 항체 구조의 VL을 가리킨다(286면 오른쪽 칼럼 14~27행).

이에 따르면 인간 VH 영역(중쇄 가변영역)은 자연상태에서 중쇄와 경쇄의 계
면(VH/VL 계면)에 비극성 아미노산 잔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쇄만의 항체의 경

8) 인간 항체 가변영역의 N-말단으로부터 44번째 아미노산 잔기를 자연상태의 G(Gly, 글리신)에서 E(Glu, 글루탐산)로 치환하는
형태로 카멜리드화 돌연변이시킨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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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VH/VL 계면에 경쇄(VL)가 결합하지 않으면 비극성 부분, 즉 소수성 부분이 형성되어
그 가용성을 해치게 되고, 이는 위 갑 제6호증의 기재와 같이 극성 아미노산의 비극성
아미노산으로의 치환이라는 인위적인 카멜리드화 돌연변이에 의해서만 극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정정발명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 기원 VH 유전자 단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이라는 기재는 카멜리드화 돌연변이나 특정한 유전자 선별을 통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선택되는 것을 의미한다(이 사건 정정발명 식별번호 [0017], 2018. 6.
20.자 변론조서 각 참조).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이와 같은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
어 구체적인 실험결과나 실시예 등의 근거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이 사건 정정발명에 기재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 기원의 VH 유전자 단편을 이용
한 중쇄만의 항체’라는 기재만으로부터 가용성 특성을 예측하거나 기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9)
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실시예의 내용
이 사건 정정발명의 실시예 1의 식별번호 [0222] 내지 [0237], [0245] 내지
[0247], [0249], [0256] 내지 [0259], [0279] 내지 [0281] 등의 기재에 의하면, ‘라마 기
원 VHH 유전자 단편’과 인간 기원 D, J 유전자 단편으로 구성된 가변영역을 포함하여
중쇄 유전자좌를 구축하고 이를 마우스에 형질전환시킨 후 마우스를 면역화시켜 가용
성인 중쇄만의 항체를 생산한 실시예만 인정될 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

9)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청구항 1에 따라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즉, 자연적으로 발생한 인간 기원 VH 단편을 사용
하는 경우)에 기술적으로 실시예 1과 같이 VDJ 재조합, B세포 발달, 가용성의 중쇄만의 항체 생성 등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즉, 마우스의 전사작용 인자가 인간 VH 단편의 경우와 라마 VHH의 경우에 동일하게 기능
하는지 여부)’에 관해 ‘예측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실시예 1을 바탕으로 청구항 1에 기술된 VDJ 재조합, B세포 발달, 가
용성의 중쇄만의 항체 생성 등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판단에 부합한다(2018. 10. 30.자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 제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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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와 같이 ‘인간 기원인 VH 유전자 단편’과 인간 기원 D, J 유전자 단편을 이용하여
중쇄만의 항체를 생산한 실시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실시예 1의 기재에 의하면 실시예 1에서 실제 사용된
중쇄 항체 유전자좌에 포함되는 유전자는 ‘라마 VHH 유전자 단편’과 인간 D, J 유전자
단편의 조합이 분명하고, ‘인간 VH 유전자 단편’을 사용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
o 예비실험에서, 형질전환 마우스는 중쇄 유전자좌를 발현하도록 준비하였고, 여기에서 두
마리의 라마 VHH 엑손은 인간 중쇄 다양성(D) 및 결합(J) 단편과 연결하고, 이어서 Cμ, C
δ, Cγ2, Cγ3 인간 불변 영역 유전자와 인간 중쇄 면역글로불린 3' LCR에 연결하였다(식별
번호 [0222]).
o 분리된 VH 유전자, D와 J 단편 및 C와 LCR 엑손은 전통적 제한효소 절단 및 라이게이션
또는 상동성 재조합 (또는 양자의 혼합) 또는 어떠한 클로닝 기술에 의하여 한 BAC내로
클로닝된다(식별번호 [227]).
o 최종의 BAC는 수정된 난자의 표준 마이크로인젝션 또는 엠브리오 줄기 세포 트랜스펙션
기술을 통하여 형질전환 마우스로 도입하였다(식별번호 [0236]).
o 두 마리의 라마 VHH 영역, 인간 D와 J 영역, 인간 IgM과 IgG2와 3 불변 영역으로 이루어
진 중쇄만의 항체 유전자좌를 포함하는 형질전환 마우스(모두 CH1 영역이 없음. 도 12)를
TNFα로써 면역화시켜, HC-IgM 항체를 얻었다(식별번호 [0249]).
o 중쇄만의 유전자좌의 RT-PCR(식별번호 [0256] 내지 [0259])
[도 17] 면역화된 형질전환 마우스에서 나타난 체세포 변이와 VDJ 재배열의 예

10) 장점막의 림프조직이다.
11) 도 17에 의하면 ‘VHH2’를 의미한다. “양쪽 모두의 VHH"에서 VHH의 경우도 ‘VHH'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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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7은 비면역화 마우스로부터 클론(왼쪽 패널)과 면역화 마우스로부터의 클론(우측패
널)의 체세포 변이의 몇 가지 예들을 보여준다. 마우스는 IgG만의 유전자좌, 면역화된 대
장균 hsp70, 백일해 용해물, 파상풍 톡소이드였다.
- 비록, 페이어 패치10)에 관한 RT-PCR 분석결과가 양쪽 모두의 VH가 사용되는 것을 보여
주었지만, 서열화된 모든 항체는 VH211)로 재배열되었다. 레퍼토리 가변성의 소스는 D와 J
단편의 선택 및 V-D와 D-J 결합에 의해 생성된 CDR3 영역이다.
- 이 분석결과는 양쪽 모두의 VH, 상이한 인간 D와 인간 J 단편의 모두가 다양한 항체 레
퍼토리에 기여하도록 사용됨을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B 세포와 스위치된 IgG3의 존재와
각각의 재배열된 유전자와 그것의 생식계열 카운터파트, 즉 형질전환 구조물 내의 원래의
VH(도 17)의 비교에 의해 체세포 변이의 발생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인간 중쇄만의 IgG
항원 수용체는 B 세포 성숙을 위하여 필요한 시그널을 제공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우선 ‘인간 기원
의 V 유전자 단편’에 관하여 인간 VH의 용해성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설계’나 ‘선
별’이라는 인위적인 수단의 필요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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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 기원의 VH 유전자
단편'을 이용하여 가용성의 인간 중쇄만의 항체의 생산 가능성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
렵다.12) 실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자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후에 중쇄만의
항체 생산에 관해 출원한 국제공개공고 WO2014/141192(갑 제19호증)에서도 인간 중
쇄 항체를 생산함에 있어서 ’VH 유전자 단편‘을 ’완전히 자연 선택적인 상태‘로 사용하
지 못하고 가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H3라는 특정 서브클래스의 VH 유전자 단편
이 주로 포함되도록 중쇄 항체 유전자좌를 제한시키고‘ 있다(갑 제19호증의 12면 1~10
행 참조).
이 사건 정정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식별번호 [0017] 부분을 보면 ‘인간 VH의 용
해성은 생체 내(in vivo) 자연적 선택에 의하여 획득될 수 있다[Tanha 등, (2001) J.
Biol. Chem., 216, 24774-24780].’는 기재가 있으나(이와 관련하여 갑 제6호증이 제출
되었다), 갑 제6호증은 카멜화된 인간 단일-도메인 항체(single-domain antibody) 라이
브러리의 최적 설계 특징에 관한 것일 뿐 그로부터 용해성 인간 VH를 생체 내에서 자
연적으로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또는 기술적 시사를 찾아볼 수 없다.
라) 생체 내(in vivo) B 세포 성숙과정을 거쳐 자연선택 과정이 일어나 가용성의
항원 특이적인 항체가 생성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설치류 생체 내의 B 세포 성숙 과정13)에서 항원에 대한 면역화
12)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실시예 1에서와 같이 마우스 생체 내에서의 가용성 항체를 생성하는 B세포
만의 발달 및 성숙이라는 자연적 선택압력에 의해 ‘가용성’의 중쇄만의 항체가 생성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예측이 불가
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시예 1에서와 같이 마우스 생체 내에서의 가용성 항체를 생성하는 B세포만의 발달 및 성숙이라는
자연적 선택압력에 의해 ‘가용성’의 중쇄만의 항체가 생성될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8. 10. 30.자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 제2-3면 참조).
13) B 세포(B-cell)는 면역체계에서 대표적인 항체 생산 세포로서 그 발생 및 성숙은 줄기세포(배선, germline) - Pre-B 세포 성숙 B 세포 - 활성 B 세포 - 항체분비세포(형질세포)의 단계를 거친다. 이 중 Pre-B 세포 단계에서 H 사슬의 DNA 재정렬,
즉 VDJ 재조합이 완료되어 하나의 B 세포는 하나의 항원 에피토프에 반응하는 특이성을 갖추게 되고, 활성 B 세포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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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으로 가용성이고 항원 특이적인 항체를 선별하도록 작동하여 자연선택 과정이 일
어나 가용성의 항원 특이적인 항체가 생성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형질전환 설치류에서
이형(異形)인 라마VHH 중쇄만의 유전자좌가 설치류의 전사작용인자에 의해 항체로 발
현되는 것이 확인된 이상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설치류에 대하여 동일하게 이형(異形)
인 인간 중쇄만의 항체 유전자좌도 동일한 전사작용인자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고, 비록 자연 발생적인 인간 기원의 중쇄만의 유전자의 VH에는 라마 VHH가
가지고 있는 가용성 관련 아미노산 잔기 조성이나 CDR3 루프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
지만, 형질전환 설치류의 면역화에 따라 항체 레파토리 다양성이 극대화되는 과정에서
가용성 있는 항체가 발생하고 그 중에서 가용성 있는 인간 중쇄 항체가 낮은 확률이지
만 자연 선택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검토
(가) 우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 VH 영역(중쇄 가변영역)은 자연적
으로 중쇄와 경쇄의 인터페이스(VH/VL 계면)에 비극성 아미노산 잔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쇄 항체의 가용성을 해치게 되는 점에 있고, VH/VL 계면의 비극성 아미노산
잔기는 FR2 부분 44, 45, 47번 위치의 세 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응집
성 문제는 인위적인 카멜리드화 돌연변이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카멜리드화 돌연변이가 B 세포 성숙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보
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즉, B 세포는 면역화 이전의
VDJ 재조합 과정에서 VH, D, J 각 단편 사이의 접합면에 일어나는 연결부위다양성
(junctional diversity) 돌연변이14), 활성 B 세포의 친화력 성숙 과정에서 가변부위에 걸
VDJ 재조합된 H 사슬은 항원에 의한 면역 자극을 받아 체세포 과변이를 겪음에 따라 친화력 성숙을 이루어 항체 분비세포
로 선택되어 성숙된다.
14) 중쇄 가변부위의 VDJ 재조합과 CDR(상보성결정부위, 극다양성부위)의 관계는, CDR1 및 CDR2는 VH 유전자 단편의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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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일어나는 체세포 과돌연변이(somatic hypermutation) 등 중쇄 가변부위의 DNA에서
뉴클레오티드가 제거 또는 첨가되는 자연 돌연변이를 겪는데, 물론 그 빈도가 일반적
인 체세포 돌연변이의 경우보다는 크게 높지만, 이를 통하여 VH/VL 계면의 특정 부위
에 연이어 배치된 비극성 아미노산 잔기들이 카멜리드화 돌연변이인 G44E, L45R 및
W47G의 형태와 동일하게 극성의 특정 아미노산으로 동시에 교체될 가능성은 극히 희
박하다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위 카멜리드화 돌연변이의 위치는 다음 표에서와 같이
CDR1과 CDR2 사이의 FR2 부위인데 이는 CDR 부위에 비하여 아미노산 잔기의 변이
가 적은 부위에 해당한다.
<갑 제9호증 [도 2]>

(나)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 내용은 구체적인
실험결과나 실시예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고서는 그 실제 여부를 알 수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인간, 설치류 및 카멜리드(낙타, 라마 등) 모두가 포유류로서 유전자의
수 및 유사성 등에서 유전체학적으로 매우 가깝고 면역 기전(메커니즘)을 비롯하여 대

서열 차이에 의해 만들어지며, CDR3는 D 유전자 단편과 그것이 V 및 J 유전자 단편과 만드는 연결에 의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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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세포학적 기구를 동일하게 보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15) 카멜
리드, 상어 등 극히 일부의 생물종에서만 자연발생의 중쇄 항체가 나타날 정도로 중쇄
만의 항체의 존재는 특이한 진화적 유전현상에 해당한다.
② VDJ 재조합 기전 자체를 보아도 VDJ 재조합은 특별한 종류의 비상동
성 DNA 재조합 공정으로서 여러 효소들의 협응된 활성에 의해 일어나는데 어떠한 효
소들이 어떻게 VDJ 재조합에 관여하는 기구들에 접근 가능하게 되는지는 이 사건 정
정발명의 출원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16)
③ 나아가 위와 같은 VDJ 재조합 기전이 항체의 중쇄 사슬과 경쇄 사슬
의 조합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④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연발생적인 인간 중쇄만의 항체에 대한 카멜리
드화 돌연변이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⑤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정발
명의 출원 전에 이미 설치류에서 ‘중쇄와 경쇄를 모두 갖춘 완전 인간 항체’의 발현이
다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류에서의 ‘인간 중쇄만의 항체’ 발현에 대한 보고는
찾아볼 수 없다.
⑥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시험관 내(in
vitro)에서의 항체 생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시험관 내에서 인간 중쇄만의 항체에
가용성 문제가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항체를 생산함에 있어서는 시
험관 내이든 생체 내이든 결국은 수성(水性) 환경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위 증거들

15) 인간이 다른 종들과 공유하고 있는 유전자들의 수는 침팬지에서 약 95%, 마우스에서 약 80% 범위로 매우 높다.
16) VDJ 재조합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항체 유전자 자리에 접근하는 과정의 조절은 발달 중의 B 세포에서 염색질의 구조변형,
DNA 메틸화, 그리고 유전자 자리에서의 기본적인 전사활성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몇 가지 기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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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시험관 내에서 인간 중쇄만의 항체에 가용성 문제가 있는 점이 확인되어 있는
이상 이에 반대되는 구체적인 실험결과나 실시예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무시
하고 생체 내(in vivo)에서는 B 세포 성숙과정의 자연선택에 의해 인간 중쇄만의 항체
가 생성된다고 볼 수 없다.
<갑 제7 내지 13호증>

(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정정발명에 따른 인간 VH를 가진 중쇄만의 항체의 상업화 사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용이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정정발명에 따라 인간 VH를 사용하여 가용성의 중쇄만의 항체를 생성하는데
특별한 어려움 없다는 점은 을 제4 내지 6, 11, 14호증에서 이 사건 정정발명에 따라
인간 VH를 가진 중쇄만의 항체를 실제 실시하여 상업화하고 있는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검토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위 증거들에 나타나 있는 상업화 등의 실시 사례는
모두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들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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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발명 출원 당시에 단순한 예측이나 희망의 수준을 넘어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방법
을 통해 인간 VH를 가진 중쇄만의 항체를 실제 실시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증거들의 기재로부터는 그 실시의 구체적 내용이 이 사건 정정발명
의 각 구성요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한 기술적 세부사항들이 나와 있지 않
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라마 VHH 유전자 단편과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알려진 인간 VH 유전자 단편에 관한 어떠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하였는
지를 알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
명은 ‘내인성 중쇄 및 경쇄의 불활성화 또는 침묵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발생 인간 VH
단편을 사용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 방법인 반면, 을 제4호증과 을 제5호증은 각각
‘내인성 면역글러불린 발현’이 완전히 침묵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청
구되지 않은 기술적 특징들이 부가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7)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제9항 정정발명에 구 특허

17)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항 1은 설치류(마우스)의 ‘내인성 중쇄 및 경쇄의 불활성화 또는 침묵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발생 인간 VH 단편을 사용한 방법인 것인 반면, 명세서의 실시예 1은 ‘내인성 중쇄가 침묵된 상태’의 마
우스(μMT- /- 마우스)에서 라마 VHH 단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가용성의 ‘중쇄만의 항체’가 정상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명세서 1의 실시예 1 의 ‘내인성 중쇄가 침묵된 상태’의 마우스(μMT- /- 마우스)에서 라마 VHH 단
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비교하여, 설치류(마우스)의 ‘내인성 중쇄 및 경쇄의 불활성화 또는 침묵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발
생 인간 VH 단편을 사용할 경우, 가용성의 ‘중쇄만의 항체’가 정상적으로 생성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항원을 면역하면,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를 세포 포면에 발현하는 B 세포들이 생성되고, 친화도 성숙 (affinity
maturation)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높은 친화도를 보이는 항체를 발현하는 B 세포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항원
에 결합하는 항체를 발현하는 B 세포들의 수가 늘면서,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발현하는 B 세포간의 경쟁이 일어나
고, 더욱 높은 친화도를 보이는 항체를 발현하는 B 세포만이 항원과 결합 후, 세포내 신호전달 과정을 통하여 세포의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인성 중쇄 및/또는 경쇄 유전자의 불활성화 또는 침묵이 없는 동물에서, 자연발생 인간 VH 단편을
사용할 경우, 가용성의 ‘중쇄만의 항체’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어, 내인성 중쇄 및 경쇄로 이루어진 정상적 항체 보다 높은 친
화도를 확보한다는 것은 확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2018. 10. 30.자 전문심리위원
의 설명서 제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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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기재요건을 위반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
건 정정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실시예 1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거나
과도한 시행착오나 반복실험 등을 거치지 않고 과도한 부담 없이 발명을 정확히 이해
하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보성이 부정되지는 여
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이 사건 정정발명에는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요건을 위반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심결 취소의 범위
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
에 대한 결정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만이 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698 판결 등 참조). 또한 특허의 등록무효 여부는
청구항별로 판단하여야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체 청구항 중 제9항
을 제외한 나머지 제1항~제8항, 제10항~제12항 전부에 걸쳐 있으므로, 일체로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 심결과 달리 이 사건 정정발명에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는 이상, 위와 같은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의
일체성으로 인해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한 정정을 인정한 부분은 물
론, 나머지 청구항들에 대한 판단 부분까지 이 사건 심결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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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정발명의 전체 청구항 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요
건을 위반한 무효사유가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
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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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정정 전의 청구범위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곳이다)
【청구항 1】 다음의 단계들을 포함하는, VH 중쇄만의 항체 생산 방법:
(a) 이형 VH 중쇄 유전자좌를 발현하는 형질전환 비인간 포유동물을 항원으로
면역화하는 단계; 여기에서, (i) 상기 VH 중쇄 유전자좌는 적어도 하나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VH 유전자 단편, 적어도 하나의 D 유전자 단편, 적어도 하나의 J 유전자 단
편을 포함하는 가변영역 및 적어도 하나의 중쇄 불변영역을 포함하고; (ii) 각각의 불변
영역은 CH1 영역을 코딩하지 않고; (iii) VH 유전자 단편, D 유전자 단편 및 J 유전자
단편은 VDJ 코딩 서열을 형성하기 위해 재조합이 가능하며; (iv) 각 중쇄 불변영역은
인간 기원이 아닌 척추동물 기원이고; (v) 발현시 상기 재조합 VH 중쇄 유전자좌는, 가
용성 항원특이적 VH 결합 영역 및 CH1 영역이 결여된 불변영역 이펙터를 포함하는 가
용성의 중쇄만의 항체 형성이 가능하다;
(b) 항체 생산 세포로부터 VH 중쇄만의 항체를 코딩하는 핵산 서열을 분리하는
단계; 및
(c) 재조합 DNA 기술을 사용하여 VH 중쇄만의 항체를 생산하는 단계(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포유동물에 대해 내생적인 면역글로불린 경
쇄 유전자좌는 결실 또는 사일런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포유동물에 대해 내생적인 면역글로불린 중
쇄 유전자좌는 결실 또는 사일런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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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면역화는 항원을 형질전환 포유동물에 주입
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단계 (b) 및 (c)는 다음의 단계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ⅰ) 목적하는 항원특이적인 중쇄만의 항체를 발현하는 세포 또는 조직을 분리
하는 단계; (ⅱ) 상기 단계 (ⅰ)의 세포 또는 조직으로부터 하이브리도마를 생산하는
단계; (ⅲ) 상기 하이브리도마로부터 상기 중쇄만의 항체 mRNA를 클로닝하는 단계;
및 (ⅳ) 상기 중쇄만의 항체를 이형 발현 시스템에서 생산하는 단계.
【청구항 5】 제1항의 단계 (a)를 포함하는, 가용성인 항원특이적 VH 결합 영역의
생산 방법으로서, 상기 면역화는 항원을 형질전환 포유동물에 주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하기 추가의 단계들 (b1) 내지 (f1)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b1) 목적하는 항원특이적인 중쇄만의 항체를 발현하는 세포 또는 조직을 분리
하는 단계; (c1) 상기 단계 (b1)의 세포 또는 조직으로부터 하이브리도마를 생산하는
단계; (d1) 상기 하이브리도마로부터 상기 중쇄만의 항체 mRNA를 클로닝하는 단계;
(e1) 상기 단계 (d1)의 클로닝된 mRNA로부터 항원특이적 VH 영역을 확인 및 분리하는
단계; 및 (f1) 상기 가용성인 항원특이적 VH 결합 영역을 이형 발현 시스템에서 생산하
는 단계.
【청구항 6】 제1항의 단계 (a)를 포함하는, 가용성인 항원특이적 VH 결합 영역의
생산 방법으로서, 상기 면역화는 항원을 형질전환 포유동물에 주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하기 추가의 단계들 (b2) 내지 (f2)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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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목적하는 항원특이적인 중쇄만의 항체를 발현하는 세포 또는 조직을 분리
하는 단계; (c2) 상기 분리된 세포 또는 조직으로부터 유래된 mRNA로부터 VH 유전자
좌를 클로닝하는 단계; (d2) 상기 VH 유전자좌에 의하여 코딩된 VH 영역을, 파지 또는
유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e2) 가용성의 항원특이적 VH 영역
을 확인하는 단계; 및 (f2) 상기 가용성의 항원특이적 VH 영역을 단독으로 또는 융합체
로서 발현하는 단계.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VH 중쇄 유전자좌는 포유동물 VH, D 및 J
유전자 단편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VH 중쇄 유전자좌는 인간 VH, D 및 J 유전
자 단편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VH 중쇄 유전자좌는 하나 이상의 VH 유전자
단편, 하나 이상의 D 유전자 단편 및 하나 이상의 J 유전자 단편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 또는 제7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에 따라 수득가능한 중쇄만의 항체.
【청구항 11】 제5항 또는 제6항의 방법에 따라 수득가능한 가용성 항원특이적
VH 결합 영역.
【청구항 12】 단독으로, 또는 상보적 어셈블리 영역과 조합되어, 이가 또는 다가
폴리펩티드 복합체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11항에 따른 가용성 항원특이적 VH
결합 영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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