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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2018. 8. 31. 2018원209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3, 7, 10, 12호증)1)
1) 발명의 명칭: 육산화사비소를 포함하는 암 전이 억제용 약학 조성물
2) 출원일/ 공개일/ 출원번호: 2017. 1. 23./ 2018. 5. 17./ 제10-2017-0010370호
3) 청구범위2)
【청구항 1】육산화사비소(As4O6)를 포함하는(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인간 상피
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2, HER-2)에 의해 매
개되는 유방암 전이 억제용(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약학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4) 주요 내용
배경기술 및 기술분야
본 발명은 육산화사비소(As4O6)를 포함하는 암 전이 억제용 약학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암
전이(cancer metastasis)는 원발암(primary tumor) 세포들이 다른 기관으로 퍼지는 현상으로,
암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전이는 암 환자 사망 원인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암전이 기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암 세포의
전이가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데는 주위 조직의 침윤(invasion), 혈중 유입, 혈중에서의 생존,
다른 조직으로 침투 및 생존, 2차 기관에서의 새로운 암 형성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이하, 이 사건 출원명세서 전체에 기재된 발명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고 하고, 그중 청구
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2) 2018. 3. 21.자로 재심사의 청구와 동시에 제출된 보정서에 의해 보정된 청구범위이다. 출원당시에는 청구항 1
내지 5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1차 보정에 의해 2, 3항이 삭제되었고, 재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보정에 의해
청구항 1만 남게 되었다.

(Obenauf A.C., et al., 2015). 특히,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으로 침입해 들어가는 세포의
침윤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암세포의 특징 중 하나이다. 침윤성에는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과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분해하는 단백질 분해과정(proteolysis)과 분
해된 기질(matrix)을 통하여 이동하는 세포 이동성(migration)이 관여한다. 세포외 기질을 분
해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 중 대표적인 것이 MMP(matrix metalloproteinase)이며, 이중 특히
MMP-2와 MMP-9이 세포 침윤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고되었다([0001] ~ [0002])
인간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2, HER-2)는
인간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 패밀리(family) 중 하나로, 또 다른 인간 상피세포성장인자 수
용체 중 하나인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HER-1)와
마찬가지로 수용체 티로신 키나아제(receptor tyrosine kinase, RTK) 활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육산화사비소(As4O6)가 As2O3와 같이 암 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암 세포의
세포사를 유도함으로써 항암작용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Ahn W.S., et al., 2004; Lee
W.S., et al., 2015; Gwak H.S., et al.,2014; Park I.C., et al., 2003). 또한, As4O6가 NF-κB 신호
전달

과정(Lee

W.S.,

et

al.,

2015),

카스파제-의존적

사포사멸(caspase-dependent

apoptosis)(Chang H.S., et al., 2007) 및 자가탐식(autophagic cell death)을 포함하는 다양한
신호 전이에 관여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유방암 세포에서 암 세포의 침윤 및 이동과의 관
련성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0009]).
헤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육산화사비소(As4O6)를 포함하는 암 전이 억제용 약학 조성물을 제공하
는 데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0015] 내지 [0023])
본 발명은 육산화사비소(As4O6)를 포함하는 암 전이 억제용 약학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 암 전이는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에 의해
매개되는 암 전이일 수 있다.
상기 암 전이는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및 인간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2, HER-2)에 의해 매
개되는 암 전이 일 수 있다.
상기 암은 유방암, 간암, 난소암, 대장암, 폐암 및 뇌종양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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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이상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유방암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 2-2. HER-2 매개 세포 침윤 억제 확인>(식별번호 [0041] 내지 [0044])
As4O6의 HER-2 매개 유방암 세포의 침윤 억제를 확인하기 위해 트랜스웰 침윤 어세이
(transwell invasion assay)를 수행하였다. 6웰 플레이트에 상기 실시예 1의 SKBR3 세포를 웰
5

당 5×10 개가 되도록 넣은 후 하룻밤(overnight) 동안 배양하였다. 다음날 세포에 As4O6를
각각 0, 0.5, 1, 1.5, 2, 3uM이 되도록 처리한 후
48시간동안 배양하였다.
(중략)
멤브레인에 침윤되어 있는 세포를 메탄올로 고정
시킨 후 0.1% 크리스탈 바이올렛(crystal violet)을
15~20분 동안 처리하여 세포를 염색하였다. 현미
경을 이용해 염색된 세포를 확인하고, 염색된 세포
수를 측정하여 도 2에 나타내었다.
도 2의 현미경을 통해 침윤된 세포를 확인한 결
과(A) 및 침윤된 세포 수를 측정한 결과(B)에서 보
여주듯이,

HER-2가

과발현

된

유방암

세포인

SKBR3 세포에 아무것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
해 As4O6을 처리한 경우에 As4O6 처리 농도 의존
적으로 세포의 침윤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식별번호 [0043]).
이를 통해, 본 발명의 As4O6가 HER-2 매개에 의한 유방암 세포의 침윤 활성을 억제시킨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식별번호 [0044]).
<실시예 3. As4O6에 의한 유방암 세포 이동 억제 확인>(식별번호 [0045] 내지 [0049])
실시예 3-1. EGFR 매개 세포 이동 억제 확인
As4O6의 EGFR 매개 유방암 세포의 이동 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처 치유 이동 어세
이(wound healing migration assay)를 수행하였다. 6웰 플레이트에 상기 실시예 1의
5

MDA-MB-231 세포를 웰 당 5×10 개가 되도록 넣은 후 하룻밤(overnight) 동안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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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10㎕의 멸균된 피펫 팁을 이용해 플레
이트에 배양 중인 세포에 상처(wound)를 낸
후 PBS(phosphate buffer saline)로 3회 세척하
였다. 세포 세척 후 상기 표 1의 조건에따라
각각의 물질을 처리한 후 0, 24, 48시간에 현
미경을 이용해 세포 이동 정도를 관찰하였고,
그 결과를 도 3에 나타내었다. 세포 이동 정도
는 상처 낸 면적이 채워지는 정도를 백분율(%)
로 환산한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도 3의 현미경을 통한 세포의 이동 정도를
확인한 결과(A) 및 세포 이동 정도를 수치화
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B)에서 보여주듯이,
대조군에 비해 As4O6만을 처리한 실험군 1에
서는 세포의 이동이 억제되어 상처를 낸 부위
가 채워지지 않았다. 또한, EGF만을 처리한 실
험군 2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세포 이동이 증가하여 상처 부위가 거의 채워진 반면에, EGF와
As4O6를 동시에 처리한 실험군 3에서는 EGF에 의해 증가되었던 세포 이동이 억제된 것을 확
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원발명의 As4O6가 EGFR 매개에 의한 유방암 세포의 이동 활성을 억제시킨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3-2. HER-2 매개 세포 이동 억제 확인>(식별번호 [0050] 내지 [0054])
As4O6의 HER-2 매개 유방암 세포의 이동 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처 치유 이동 어세
이(wound healing migration assay)를 수행하였다.
상처 치유 이동 어세이는 상기 실시예 3-1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고, 이때, 세포는
SKBR3 세포를 이용하였고, As4O6를 각각 0, 0.5, 1, 1.5, 2, 3uM이 되도록 처리한 후, 0, 24,
48, 72 시간에 현미경을 이용해 세포 이동 정도를 관찰하였고, 상처 낸 면적이 채워지는 정
도를 백분율(%)로 환산한 세포 이동 정도 결과를 도 4에 나타내었다.
도 4의 현미경을 통한 세포의 이동 정도를 확인한 결과(A) 및 세포 이동 정도를 수치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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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B)에서 보여주듯이, HER-2
가 과발현 되어 있는 SKBR3 세포의 이동이 As4O6 처
리 농도 및 시간 의존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해, 본원발명의 As4O6가 HER-2 매개에 의
한 유방암 세포의 이동 활성을 억제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5. As4O6의 HER-2 매개 유방암 세포 전이
억제 기작 확인>
실시예 5-1. 세포의 침윤 및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분자들의 mRNA 발현 정도 확인
As4O6의 HER-2 매개 유방암 세포 전이 억제 기작
을 확인하기 위해, 세포의 침윤 및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MMP-9 및 ICAM-1(interacellular
adhesion molecule-1)의 mRNA 발현 정도를 확인하였다.
5

6웰 플레이트에 상기 실시예 1의 SKBR3 세포를 웰 당 5×10 개가 되도록 넣은 후 하룻밤
(overnight) 동안 배양하였다. 다음날 세포에 As4O6를 각각 0, 0.5, 1, 1.5, 2, 3uM이 되도록
처리한 후,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48시간 후에 세포를 수집한 후 차가운 PBS로 세척 한
후, 트리졸 시약(Trizol reagent, TaKaRa 사, Japan)을 이용하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총 RNA(total RNA)를 분리하고, 260㎚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농도를 확인하였다.
분리한 총 RNA중 500ng을 주형으로 하고, AMV
reverse

transcription

kit(TaKaRa

사)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고, 합성한 cDNA 중 5㎕를 주형으
로 하고, 하기 표 23)의 프라이머 세트 및 TaKaRa 사
의

Taq

DNA

polymerase를

이용하여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수행하였다. 이때,
β-액틴(β-actin)은 로딩 대조군으로 이용하였다. PCR
수행

후

얻은

PCR

산물을

1.5%

아가로스

겔

(agarose gel)에 전기 영동하여 mRNA 발현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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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고, 그 결과를 도 6(A)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5-2. 웨스턴 블랏을 통한 세포의 침윤 및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분자 및 HER-2 신
호 전이 기작 관련 분자들의 인산화 확인>(식별번호 [0067] 내지 [0071])
As4O6의 HER-2 매개 유방암 세포 전이 억제 기작을 확인하기 위해, 세포의 침윤 및 이동
과 관련되어 있는 MMP-9 및 ICAM-1의 단백질 발현 정도 및 HER-2의 신호 전이 기작에 관
련되어 있는 분자들의 인산화 정도를 웨스턴 블랏(Western blot)을 통해 확인하였다.
6웰 플레이트에 상기 실시예 1의 SKBR3 세포를 웰 당 5×105개가 되도록 넣은 후 하룻밤
(overnight) 동안 배양하였다. 다음날 세포에 As4O6를 각각 0, 0.5, 1, 1.5, 2, 3uM이 되도록
처리한 후,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48시간 후에 세포를 상기 실시예 4와 동일한 방법으로
웨스턴 블랏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도 6(B)에 나타내었다.
도 6(B)에서 보여주듯이, HER-2, EGFR, Akt 및 mTOR의 경우,
HER-2, EGFR 및 Akt는 As4O6 처리 농도에 따라 인산화 된
HER-2(p-HER2), EGFR(p-EGFR) 및 Akt(p-Akt)의 양이 감소하는
반면에, mTOR의 경우에는 As4O6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
산화 된 mTOR(p-mTOR)의 양이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MMP-9 및 ICAM-1의 경우에는, As4O6 처리에 의해 MMP-9 및
ICAM-1의 단백질 발현량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릍 통해, 본 발명의 As4O6는 HER-2 및 EGFR의 상위 신호기
전에 영향을 주어 HER-2 및 EGFR의 인산화를 억제함으로써, HER-2 및 EGFR의 하위 신호기
전에 있는 Akt에 영향을 주고, MMP-9 및 ICAM-1의 발현을 억제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As4O6는 HER-2 및 EGFR 매개에 의한 암 전이를 억제함을 알 수 있다.

나. 선행발명(갑 제8호증)
1999. 12. 6. 공개된 한국 특허공보 제10-272835호에 실린 ‘천연 화학물질 육산화사
비소의 신규한 항종양 치료제로서의 용도 및 그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경기술
3) 표 2의 내용은 프라이머의 염기서열로 이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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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신석으로부터 분리정제한 신규한 천연 화학물질인 육산화사비소의 항종양 치료
제로서의 용도 및 그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신석으로부
터 독성을 제거하면서 천연 화학물질 육산화사비소 As4O6를 제조하고 상기 물질과 이를 유
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이 직접적으로 세포독성과 종양 주위의 혈관신생을 억제
하는 항암 활성이 있음을 확인한 항암제로서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비소(arsenic)는 피부와 폐에 암을 유발하는 강력한 환경성 발암물질로
알려져 왔다. 생화학적으로도 비소는 효소의 활성화 부위인 설포하이드릴 기에 결합하여 어
떤 효소의 불활성화를 유도하며 인산화 및 탈인산화의 방해 및 염색체의 이상 등을 유도한
다고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비소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와 연관되어 독성학적 관점에서만
최근까지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 본 발명은 그동안 한약제로 사용해온 비소의 원료
물질을 다단계 공정을 거쳐 가공 처리하여 분리정제하고 이 물질의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지
를 검색한 결과 육산화사비소 화합물이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자연산 신석으로부터 독성을 제거하면서 분리 정제한 신규한 천
연 화학물질인 육산화사비소 화합물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육산화사비소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항종양 치료
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내용
1)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상기 목적은 비소 성분을 함유한 신석을 여러차례 가열하여 독성을 제거하면
서 천연 화학물질 HD-2를 분리정제한 후 구조를 분석하고, 상기 백색물질을 마우스 및 사람
유래의 종양 세포주에 처리하여 항암 효과를 조사하고 이것이 세포자살(apoptosis)에 의한
종양세포 살해 기작에 의한 것인지를 조사하고, 상기 분리정제한 천연 화학물질 HD-2를 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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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경구투여한 후 랫트의 임상변화를 관찰하여 급성투여에 따른 독성을 조사하고 같은 방
법으로 랫트에 본 발명 천연 화학물질 HD-2를 서서히 경구투여한 후 랫트의 임상적 변화를
관찰하여 아급성투여에 따른 독성을 조사하고, 이어서 폐가 표적조직인 세포주를 마우스에
정맥주사하고 본 발명 천연 화학물질 HD-2를 경구투여 또는 정맥주사한 후 폐에 전이된 종
양의 군집수를 측정함으로써 암전이 억제효과를 조사하고, 마우스에 흑색종을 피내 주사하여
접종한 후 본 발명 천연 화학물질 HD-2를 경구투여하여 종양에 의해 형성되는 신생혈관수를
측정함으로써 이 물질의 항암기전을 조사하고, 마우스에 발암제를 주사하여 암을 유발시킨
후 본 발명 천연 화학물질 HD-2를 경구 투여하여 암발생 억제효과를 조사하는 한편, 상기
추출한 천연 항암활성물질에 각종 한약제를 첨가하여 임상용 약학적 조성물을 제조하고 이
조성물을 직접 말기적 증상에 있는 암환자에게 경구투여하여 항암제로서 효과를 조사하므로
써 달성하였다. 이하, 본 발명의 구체적인 구성 및 작용을 설명한다.
2)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비소를 함유하는 천연산 신석 및 시약용 비소 등을 다단계의 가열처리를 통
하여 백색의 천연화학물질 HD-2를 제조한 후 이를 구조 분석하여 육산화사비소 물질 As4O6
임을 규명하는 단계; 상기 제조된 본 발명의 천연 화학물질 As4O6을 마우스 및 인체로부터
유래한 종양 세포주 배양 배지에 첨가하여 여러 종양에 대한 항암 효과를 조사하는 단계; 상
기 천연 항암활성물질 As4O6의 항암 효과가 세포자살에 의한 종양세포 살해 기작에 의한 것
인지를 조사하는 단계; 천연 항암활성물질 As4O6를 암컷 및 수컷 랫트에 각각 양을 달리하여
경구적으로 급성투여한 후 랫트의 임상변화를 관찰하여 급성투여에 따른 독성을 조사하는
단계; 암컷 및 수컷 랫트에 본 발명의 천연 항암활성물질 As4O6를 같은 양으로 서서히 경구
투여한 후 랫트의 임상적 변화를 관찰하여 아급성투여에 따른 독성을 조사하는 단계; 폐가
표적 조직인 고전이성 종양 세포주를 마우스에 정맥 주사한 후 천연 항암활성물질 As4O6를
경구투여 및 정맥주사하고 폐를 취하여 전이된 종양의 군집수를 측정하여 암전이 억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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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하는 단계; 마우스에 흑색종을 피내 주사하여 접종하고 본 발명의 천연 항암활성물질
As4O6를 경구투여한 후 종양의 크기와 종양으로부터 형성된 혈관수를 조사하므로써 As4O6의
항암기작을 조사하는 단계; 마우스에 발암제를 주사하여 암을 유발시킨 후 본 발명의 천연
항암활성물질 As4O6을 경구투여하고 폐와 간에 종양의 발생빈도 및 크기를 측정하여 암발생
억제효과를 조사하는 단계; 본 발명의 상기 천연 항암활성물질 As4O6를 각종 한약제와 적의
혼합하여 약제학적 조성물로 경구투여에 적합한 환형태의 정제, 캅셀제, 액제 등을 제조하는
단계; 상기 제조된 환 형태의 약제를 자궁암, 폐암, 상악동암, 신장암 및 방광암의 말기 환자
들에게 경구투여하고 C-T 촬영 및 MRI 촬영으로 암세포 변화를 조사하므로써 본 발명 조성
물의 항암 효과를 조사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실시예 1 (HD-2 분리정제) ~ 실시예 2 (HD-2의 구조결정) 생략]
[실시예 3 : in vitro에서 종양세포주에 대한 HD-2의 항암효과 조사]
상기 실시예 1에서 얻은 본 발명의 천연 화학물질 HD-2의 항암효과를 in vitro에서 종양세
포에 대한 직접적인 세포독성을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이때 대조군으로는 시스프라틴을 사용
하였다.

[실험예 1 : 마우스 및 사람유래의 종양세포주에 대한 본 발명의 천연 화학물질 HD-2의 항
암효과조사]
마우스 유래의 P388 *류케미아, L1210 류케미아, L5178Y 림포마, Colon26-M3.1 카시노마,
Bl6-BL6 멜라노마와 사람 유래의 K562 류케미아, 간 카시노마 HEP-G2, Hs578T 유방암세포,
AN-3-CA 아데노카시노마, DLD 콜론 카시노마 그리고 HeLa 카시노마 세포주들을 ATCC에
의거 7.5% FBS가 함유된 EMEM, DMEM 및 RPMI-1640배지에서 배양하였다. 천연 화학물질
4

HD-2 및 그 구성성분의 종양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효과 조사는 각 종양세포를 1×10 /100㎕
의 세포 농도로 각 웰에 취한 후, 각 웰에 천연 화학물질 HD-2와 대조군으로 시스프라틴을
여러 농도로 첨가하였다. 그 후, 각 플레이트를 37℃, 5% CO2에서 2일간 배양하였으며 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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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주에 대한 세포독성효과는 종양 대조군의 성장과 비교하여 50%의 증식억제 효과를 나타
내는 시료의 농도(ED50*)로 표시하였다. 실험결과... 직접적인 세포독성 효과는 천연 화학물질
HD-2의 경우, 시스프라틴과 비교하여 보면 대체적으로 50±30배가량의 높은 세포독성 효과
를 나타냈다.
*류케미아 : 골수암 세포주
ED50* : effective dose 50% 반수유효량, 실험대상의 절반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중량을 의미
*murine : 마우스

[실험예 2 : 3T3 섬유아세포 세포주에 대한 본 발명의 HD-2의 항암효과조사]
종양세포주에 대한 각 시료의 세포독성효과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3T3 섬유아세포
세포주를 상기 실험예 1과 같은 방법으로 배지에 배양하고 3T3 섬유아세포 세포주를
4

1×10 /100㎕의 세포 농도로 각 웰에 취한 후, 각 웰에 본 발명 HD-2와 대조군으로 시스프라
틴을 여러 농도로 첨가하고 경시적 변화(2시간, 4시간, 6시간, 24시간 후)에 따른 세포독성
효과를 조사하였다. 이때 조사방법은 HD-2 및 시스프라틴을 첨가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세
포독성 효과는 XTT법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실험결과,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료를 투
여하고 24시간까지 시스프라틴의 세포독성효과는 인정되지 않은 반면 본 발명의 HD-2의 경
우는 시료투여 4시간 후부터 세포독성이 인정되었다. 즉, HD-2의 ED50값은 각각, 투여 4시
간 후에 1.10㎕/mL, 6시간 후에 0.21㎕/mL를 나타냄으로서 HD-2의 처리 초기단계부터 암세
포의 성장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실시예 4 : HD-2이 종양세포 살해기전 조사]
본 발명의 HD-2의 종양세포 살해기전이 세포자살에 의한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4

을 실시하였다. HL-60세포를 2×10 cells/mL로 접종하고 24시간 경과 후 적당한 농도의 HD-2
를 세포배양액에 녹여 처리하고 양성 대조군에 시스프라틴을, 음성 대조군에는 배양액만을
가하였다. 다시 24시간 배양 후 세포를 원심분리하여 수거한 후 PBS로 씻어낸 다음 추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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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용액 [500 mM Tris-C1 (pH 9.0), 20mM EDTA, 10mM NaCl, 1% SDS and 500mg/mL
proteinase K] 으로 50℃에서 24시간 반응시켰다. 이 세포 용해물(cell Iysate)을 페놀로 추출
한 후, 에탄을 침전하여 얻은 총 DNA를 1.5% 아가로스 겔에서 전기영동하였다. 실험결과,
제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HD-2 농도 25㎕/mL부터 2.5㎕/mL의 농도에서 세포자살의 전형적
인 생화학적 특성인 약 180bp의 DNA 단편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실시예 7 : 암전이에 미치는 HD-2의 효과 조사]
[실험예 1: 경구투여에 의한 HD-2의 암전이 억제효과 조사]
종양 세포주에 대한 동계 마우스 실험모델을 이용하여 종양전이에 미치는 본 발명의 HD-2
의 효과를 시스프라틴의 경우와 비교하여 조사하였다. 실시예 5의 결과에 따라 랫트에서
HD-2는 500 mg/kg/day의 1회 투여는 생체에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으로, 이 농도
이하에서 마우스를 이용한 종양전이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 실험결과... 본 발명
의 HD-2의 10~0.1 mg의 경구투여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효한 종양전이의 억제효과를 나타
냈으며 1mg의 투여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어 약 86%의 높은 항종양 효과를 나타냈
다. 그리고 종양에 표적기관에 완전히 정착된 7일째에 동량의 HD-2를 경구 투여한 결과도
최고 약 70% 정도의 유효한 종양전이 억제 효과를 나타내어 경구투여에 의한
종양의 치료 효과가 인정되었다.

[실험예 2: 정맥주사에 의한 HD-2의 암전이 억제효과 조사]
상기 실험예 1과 동일하게 폐가 표적세포인 고전이성 종양 세포주를 이식한 마우스에 본 발
명 HD-2를 500mg/kg/day 이하의 양으로 정맥 주사한 후 HD-2의 효과를 조사하였고 대조
군으로는 시스프라틴을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 우수한 항종양 활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
다. 이 결과는 HD-2가 이미 성장한 말기의 종양에도 상당한 치료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실시예 8 : HD-2의 생체내 항종양기전조사]
본 발명에 따른 HD-2의 생체 내 (in vivo) 항종양 기전을 조사하고자 마우스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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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6에서 7주령의 C57BL/6마
5

우스의 등 2곳에 4×10 의 Bl6-BL6 흑색종을 50㎖의 PBS에
부유시킨 후, 피내주사로 접종시켰다. 종양접종 3일 후에
HD-2 1mg을 경구 투여하고 시료투여 1일후부터 5일 후까지
마우스 등에 접종된 흑색종의 종양크기 및 종양으로부터 형
성된 혈관의 수를 조사하였다. 이때의 대조군은 PBS로 처리
하였다. 실험결과, 제5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종양의 증식이
나 전이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신생혈관의 수는
HD-2을 투여한 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그에 따

<도 5>

라 비례적으로 고형암의 크기도 유의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종양에 의
한 혈관신생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종양의 조직으로의 침투(invasion) 혹은 부착(adhesion)
기작을 HD-2가 저해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실시예 9 : HD-2의 종양 신생억제효과 조사]
발암제에 의한 종양의 생성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HD-2의 종양 신생억제효과는 발암제
로 N-니트로소 디에틸아민(NDEA)을 90mg/kg의 농도로 B6C3F1의 복강에 주사하여 암을 유
발시키고, 2, 4, 8, 16, 32주째에 100㎍의 HD-2를 경구 투여하였으며, 대조군으로는 동일한
양의 물을 투여하였다. NDEA를 처리 후 42주째에 마우스를 희생시켜 폐와 간에 형성된 종
양의 발생빈도 및 크기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 NDEA에 의하여 종양은 90% 이상 발생하
였으나, HD-2를 투여한 경우에는 투여 시기에 따른 차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5% ~ 22%의
발생율을 나타냄으로서 78%~95%의 종양발생 억제효과가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HD-2
의 투여는 약 20%의 자연발생적인 종양을 100% 억제하였다. 또 제6도에서는 HD-2가 NDEA
에 의하여 유도된 폐종양의 발생을 억제함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폐의 경우는 간의 경우에
비하여 효과적인 종양 발생을 억제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NDEA의 처리 후 4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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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HD-2를 투여할 경우 약 30%의 종양
발생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경우
에 있어서도 자연발생적인 종양의 유도는
HD-2에 의하여 완전히 억제되는 결과를
나타냄으로서 적절한 농도의 HD-2 경구
투여는 종양의 발생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제7도의 결과에 나타냈듯이 폐종양의 숫자
는 대조군의 평균치인 7개에 비하여 HD-2

<도 6>

의 투여한 마우스에는 2개 내외로 유효한 억제효과가 인정되었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 4 내지 7호증)
1) 특허청 심사관은 2017.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모든 청구항들에 기재
된 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
이 부정되고,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
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청구항 1에 대한 진보성 흠결과 관련한 의견제출통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갑 제4호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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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원고는 2017. 12. 18. 청구항 1, 4를 보정하고 청구항 2, 3을 삭제하는 내용
으로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2. 22. 청구항 제1, 4, 5항에 기재된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
고,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3) 이에 원고는 2018. 3. 21. 위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청구범위 제1
항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청구항 제4, 5항을 각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
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위 보정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
로 다시 거절결정(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6, 7호증, 을 제2
호증).
4)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8. 5. 1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18원2091호로 심리한 다음 2018. 8. 31.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HER-2에 의해 매개되는’이라는 문언은 육산화사비소의
유방암 전이 억제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약리기전에 불과하므로 구성요소로 볼 수 없
고, ②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육산화사비
소가 선행발명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다른 종류의 암에 대하여 가지는 전이억
제효과에 비해 특히 유방암 세포에 대한 전이 억제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위 거절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4) 인용발명 1은 선행발명과 같은 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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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
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HER-2에 의해 매개되는 유방암 전이 억제용’이라는 기재(이
하 ‘이 사건 기재’라 한다) 중 ‘HER-2에 의해 매개되는’ 부분은 유방암을 수식 및 한정하여
결국 이 사건 기재는 ‘특정한 유방암에 대한 전이 억제용’의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지, 이를
육산화사비소의 약리기전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육산화사비소가 HER-2 과발현 유방암 세포에
대한 항암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선행발명에서는 육산화사비소가 HER-2가 과발현
된 특정한 유방암에 대해 현저한 항암효과를 낸다는 기재나 시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육산화사비소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한 용도발명으로서 선행발명에 의해
쉽게 도출되지 않는다.
나. 피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기재 중 ‘HER-2에 의해 매개되는’ 부분은 ‘전이’를 수식 및 한정하여, ‘육
산화사비소가 유방암의 전이요인 중 HER-2 수용체에 의해 매개되는 전이를 억제한다
‘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결국 육산화사비소가 가진 약리기전을 기술하고 있는 ’HER-2
에 의해 매개되는‘ 부분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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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용도인 육산화사비소의 유방암 전이 억제라는 용도는 선행발명
에 기재된 육산화사비소라는 약물이 가진 다른 종류의 암에 대한 전이 억제효과로부터 쉽
게 예견 가능한 것이고, 이 사건 출원 명세서에는 육산화사비소가 다른 암에 비하여
HER-2가 과발현된 유방암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현저한 전이 억제 효과를 가진다는 점
을 뒷받침하는 실험데이터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심결에서도 판단된 바와 같이, ① ‘HER-2에 의해 매개되는
유방암의 전이 억제용’이라는 이 사건 기재가 육산화사비소의 약리기전을 기재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유방암에 대한 치료 용도를 기재한 것인지 여부와,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이므로, 이하 이에 관하여 차례대로 보기로 한
다.
1) 관련 법리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특정 물질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가 발명을 구성하는 것
이고,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에 불가분적으로 내재된 속성으로서 특정 물질과 의약용도와
의 결합을 도출해내는 계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약리기전 자체가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
고 2012후238, 245 판결 등 참조).
한편 특허청구범위는 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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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
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
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재의 해석
가) 이 사건 기재 중 ‘HER-2에 의해 매개되는’ 부분이 유방암을 수식·한정하여
‘HER-2에 의해 매개되는 유방암’과 같이 특정한 종류의 유방암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
이 억제’를 수식·한정하여 육산화사비소 조성물의 약리기전을 의미하는지가 그 문언에 의
하면 명확하지 않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문언의 일반적 의미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을 참조하되,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용되는 지식도 아울러 참작하여 이를 해석하기로 한
다.
① HER-2 수용체는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 중 한 종류를 지칭하는 용어로
서, EGFR에는 HER-1, HER-2, HER-3, HER-4 등 4개의 수용체가 있는데(을 제3호증 3
면), 이들을 통틀어 ‘EGFR 패밀리’라고 칭한다. EGFR 수용체는 상피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EGF)와 같은 신호전달물질5)이 EGFR 수용체의 세포 외 도메인에 결합하

5) 리간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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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활성화된다. 이렇게 리간드가 결합하여 활성화되면, 단량체(monomer)로 존재하
던 위 수용체는 다른 EGFR 수용체인 구성원과 합쳐져 이량체(dimer)로 되는데, 이 때 수
용체에 내재된 수용체 티로신 키나아제6)가 활성화되어 티로신이 자기인산화되어, 세포
내 기질의 동원, 인산화 유도, 세포분열 촉진 신호 발생 및 다른 세포의 활성 등을 유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EGFR 수용체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 촉
진 신호가 발생하여 비정상적인 증식이 지속되는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난소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이 EGFR 수용체의 과발현과
관련되어 발병한다(을 제3호증 3면 참조).
② 이 사건 출원 명세서에는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한 실시예 및 그에 대한 분석결과
를 담은 도면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HER-2가 발현되지 않은 두 가지 종류
의 유방암 세포주(MCF-7 및 MDA-MB-231)에 대하여 육산화사비소를 투여하여 침윤 억
제 효과 등을 확인한 실험예(실시예 2-1 및 도 1)와, HER-2가 과발현된 유방암 세포주
(SKBR3 세포)를 대상으로 하여 육산화사비소를 농도를 달리 투여하여 침윤억제 효과(실
시예 2-2 및 도2) 등을 확인한 실험예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실시예들의 설명에서는 위 유방암 세포주들을 지칭하면서, ‘EGFR 매개 세포
(MCF-7 및 MDA-MB-231를 의미한다)’ 및 ‘HER-2 매개 세포(SKBR3 세포를 의미한다)’
로 각 기술하면서 ‘매개’라는 문언을 암 세포주를 수식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식별번
호 [0029], [0035], [0041], [0042], [0044], [0045], [0046], [0047], [0049], [0050], [0051],
[0054], [0055], [0058], [0059], [0061], [0068], [0071], [0072], [0073]). 즉 위 용어의 사
용례에서 ‘EGFR 매개 세포’는 ‘EGFR 수용체가 매개된 암세포’, ‘HER-2 매개 세포’는

6)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 RTK(Receptor Tyrosine K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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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2 수용체가 매개된 암세포’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방암의 발병 또는 전이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HER-2 수용체의 과발현이
그중 한 가지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암의 종류별로 HER-2가 과발현된 정도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유방암에서 HER-2가 과발현된 정도는 10.5%로 전체 암의 평균값인 2.7%
보다 높다고 조사되었다(갑 제12호증).
위와 같은 유방암의 발병 또는 전이요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 명세서에서의
위와 같은 기재는 HER-2 수용체가 과발현되어 발병 또는 전이된 유방암 세포와, HER-2
가 아닌 EGFR 수용체가 과발현된 유방암 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어서, 일응 위 실험
은 특정 종류의 유방암, 즉 HER-2가 매개되어 발생한 유방암 세포와 그렇지 않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유방암 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 그 경우 이
사건 기재 중 ‘HER-2에 의해 매개되는’ 부분은 ‘유방암’을 수식하게 되어, ‘HER-2 수용체
의 과발현에 따라 발병 또는 전이된 유방암’과 같이 특정한 종류의 유방암을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할 소지도 있다.
③ 그런데, 이 사건 출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과제의 해결수단 및 발명
의 효과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A. 인간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2,
HER-2)는 인간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 패밀리(family) 중 하나로, 또 다른 인간 상피
세포성장인자 수용체 중 하나인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HER-1)와 마찬가지로 수용체 티로신 키나아제(receptor tyrosine
kinase, RTK) 활성을 지니고 있다. 수용체 티로신 키나아제 활성은 다양한 신호 전달 경
로를 조절하여 암의 발달, 진행, 증식, 분화 및 전이를 조절한다. 특히나, EGFR은 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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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Sirkisoon S.R ., et al.,
2016; Sasaki T., et al., 2013). 이에 따라, EGFR 및 HER-2은 암 치료제 개발에 있어
서 중요한 타겟이 되고 있다(식별번호 [0006]) ...
이에, 본 발명자는 As4O6와 유방암 전이와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As4O6가
유방암 세포의 침윤 및 이동을 억제하고, 이러한 억제는 상피세포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EGF)에 의해 활성화 된 EGFR-매개(EGFR-mediated) 및 HER-2-매개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암 전이 억제 효과가 As2O3에 비해 우수함을
확인함으로써 본 발명을 완성할 수 있었다(식별번호 [0010]) ...
B. 본 발명의 암전이 억제용 조성물은 특히, 특히, 상피세포성장인자(epidermal gro
factor, EGF)에 의해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가 인산화(phosphorylation)되어 나타나는 암 전이 및 인간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
체-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2, HER-2)가 인산화되어 나타나는 암 전이를 억
제하는 효과가 있다. 상기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 및 인간 상피세포성장인자 수
용체-2(HER-2)의 인산화는 암 세포의 침윤(invasion) 및 이동(migration)을 유도함으로써
암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식별번호 [0020, 0021])...
본 발명은 육산화사비소(As4O6)를 포함하는 암 전이 억제용 약학 조성물에 관한 것으
로, 유방암 세포에서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의

인산화

및

인간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2, HER-2)의 인산화를 As4O6가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As4O6가 암 세
포의 침윤 및 이동을 억제함으로써 암 전이를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As4O6
의 암 전이 억제 활성이 As2O3에 비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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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4O6가 EGFR 및 HER-2 매개 암 전이를 예방 또는 억제시키는 치료제로 유용하게 이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식별번호 [0027, 0028]).

위 기재내용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배경지식과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해 출원인 또
는 발명자가 스스로 이해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
제 및 그 효과를 기술한 것이다(A, B는 명세서에는 없는 단락 번호로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 부여한 것이다).
A. 부분의 요지는 ‘EGFR 패밀리 및 그 중 하나인 HER-2 수용체가 유방암 등 암의
전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암 치료제 개발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는 내용
이다.
B. 부분의 요지는 ‘육산화사비소가 유방암의 전이 중 EGFR 패밀리 및 HER-2 수용
체가 인산화되어 나타나는 유방암의 전이에 대한 억제효과가 높은데, 이는 육산화사비소
가 EGFR 패밀리 및 HER-2 수용체의 인산화를 억제함으로써 암 세포의 침윤 및 이동을
억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또한 B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는 ‘육산화사비소가
EGFR 패밀리 및 HER-2 매개 암전이를 억제시키는 치료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매개’라는 문언은 '암 전이‘ 부분을 수식하도록 사용되고 있다.
④ 또한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 중 실시예 6에 대한 기술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릍 통해, 본 발명의 As4O6는 HER-2 및 EGFR의 상위 신호기전에 영향을 주어
HER-2 및 EGFR의 인산화를 억제함으로써, HER-2 및 EGFR의 하위 신호기전에 있는
Akt에 영향을 주고, MMP-9 및 ICAM-1의 발현을 억제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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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As4O6는 HER-2 및 EGFR 매개에 의한 암 전이를 억제함을 알 수 있다(식별
번호 [0071]).

위 기재 내용은 실시예에 대한 설명에서도 ‘매개’라는 문언이 암 전이의 기작과 관련
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된 기술적 사상은 ‘유방암은 EGFR 또는 HER-2 수
용체가 인산화됨으로써 전이될 수 있는데 육산화사비소가 이러한 EGFR 또는 HER-2 수
용체의 인산화를 억제함으로써 EGFR 또는 HER-2 수용체의 인산화에 의해 진행되는 유
방암의 전이를 억제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앞서 본 EGFR 패밀리 및 HER-2 수용체
의 작용에 비추어 보면, ‘HER-2에 의해 매개되는’ 문언은 ‘전이’를 수식·한정하여, 이 사
건 기재는 ‘유방암의 HER-2의 인산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이에 대한 억제용’이라고 해석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이 사건 출원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은 육산화사비
소의 EGFR 수용체의 인산화에 의한 전이억제와 그중 한 종류인 HER-2 수용체의 인산화
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이억제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최초 청구범위 역시 두 가지 내용 모
두 포함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청구항 2가 전자, 청구항 3이 후자에 관한 내용이었다).
즉, 최초 출원 당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내용은 육산화사비소가 위 두 종류의 인산화를 모
두 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심사관에 의해 선행발명을 근거로 한 거절
이유가 통지되자, 청구범위를 감축보정하면서 청구범위에서는 전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
고 후자에 관한 내용만으로 감축한 후에,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된 기술적 사상이
후자에 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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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또한 위와 같은 해석이 앞의 ③에서 본 HER-2가 발현되지 않은 암세포주 및
HER-2가 발현된 암 세포주에 대한 실험결과나 ‘EGFR 매개 세포’, ‘HER-2 매개 세포‘ 등
의 용어의 사용례들과 부합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즉, ‘EGFR 매개 세포’, ‘HER-2 매개 세포‘ 등의 용어는 ’EGFR의 발현에 의해 발생한
암세포‘, ’HER-2의 발현에 의해 발생한 암세포’ 등과 같이 특정한 종류의 암세포를 의미
하지 않고, ‘암세포의 EGFR의 발현에 의한 전이’, ’암세포의 HER-2의 발현에 의한 전이
‘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EGFR 매개 세포’는 ‘EGFR이 관여되어 암이 전이
된 세포’를 의미하게 되고, ‘HER-2 매개 세포‘는 ’HER-2가 관여하여 암이 전이된 세포‘를
의미하게 된다. 또한 위 실험내용은 모두 이러한 세포들에 대하여 육산화사비소를 투여하
여 전이가 억제되는 정도를 확인한 실험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나) 따라서 ‘HER-2에 의해 매개되는’ 이라는 부분은 유방암의 전이 요인 또는 전이 과
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HER-2 수용체가 관여하여
발병하는 유방암’과 같이 유방암의 종류나 특성을 한정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기재가 육산화사비소의 약리기전을 기재한 것인지 여부
가) 의약의 ‘약리기전’또는 ‘작용기전’이란 약물이 임상에서 치료학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생체 내에서 어떠한 효소 또는 어떠한 수용체와 결합하여 어떠한 생화학적 작용
들을 일으키는지에 관한 생리 활성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특정 물질에 불가
분적으로 내재된 속성을 의미하는 약리기전은 질병의 진단이나 처방 또는 그에 의한 질병
치료효과의 달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또한 학술지 발행기관인 네이쳐(Nature)의 정의에
따르면, 작용기전(mechanism of action)은 ‘의약 등의 분자가 기능하여 약리학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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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과정’을 기술한 것으로서, 세포 성장(cell growth)과 같이 생물학적 판독 값
(biological readout)에 대한 효과, 또는 직접적 생체 분자의 대상(예를 들어 단백질 또는
핵산)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 및 조절(modulation)을 가리킬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
다.7)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재를 ‘유방암의 HER-2의 인산화에 의해 진행되는
전이억제의 용도’라고 해석하게 되면, 이는 육산화사비소가 가져오는 치료효과나 용도를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육산화사비소가 생체 내에서 일으키는 생리
활성작용인 약리기전을 기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기재와 달리, 만일 ‘HER-2
인산화의 억제에 의한 육산화사비소의 유방암 전이 억제용 조성물’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육산화사비소의 약리기전을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재가 육산화사비소의 약리기전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
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지는바(다만 그 기재 자체가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로 볼 수 없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기재를 포함한 이 사
건 제1항 발명은 ‘육산화사비소라는 약학조성물’ 및 ‘유방암의 전이 억제’라는 의학용도
등 2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이라고 파악함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육산화사비소라는 약학조성물’ 및 ‘유방암의 HER-2의 인산화
에 의해 진행되는 전이에 대한 억제의 의학용도’ 등 2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용도발명
으로 파악하는 경우, 선행발명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7) 출처: https://www.nature.com/subjects/mechanism-o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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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들)으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진보성이 부정된
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후502 판결 등 참조).
나) 구성요소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성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요소

(을 제2호증)
육산화사비소(As4O6)를 포함하는 약학 조

(갑 제8호증, 청구항 1, 실시예 7)

1

2

성물

육산화사비소(As4O6)라는 조성물

유방암의 전이 중 HER-2의 인산화에 의 암 전이 억제{피부암(B16-BL6), 결장암(26해 진행되는 전이에 대한 억제용도

M3.1)} 효능

다)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1) 구성요소 1
양 발명의 구성요소 모두 육산화사비소(As4O6)를 성분으로 하고 있는 조성물이라는 점
에서 동일하다,
(2)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유방암의 전이 중 하나 HER-2의 인산화에 의
해 진행되는 전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암의 종류와 그 전이과정을 특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에서는 피부암(B16-BL6), 결장암(26-M3.1)의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개시하고 있
을 뿐 유방암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그 전이과정 역시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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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차이점에 대한 검토
아래의 증거로부터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
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에 이 기술분야인 약물과 신호전달을 연구하는 분자세포생
물학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거나 통용되는 기술상식을 참조하여 위 차이점을 쉽게 극
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선행발명에는 피부암 세포주인 BI6-BL6 및 결장암 세포주인 26-M3.1를 마우스에
접종하고, 접종 1일 후 육산화사비소를 경구투여 또는 정맥투여한 후 표적 조직인 폐로
전이된 종양의 군집수를 측정한 결과, 육산화사비소가 약 86%의 높은 종양 전이 억제효과
를 나타내었고, 종양이 표적기관에 완전히 정착된 7일 째에 육산화사비소를 경구 투여한
결과 최고 약 70% 정도의 유효한 종양전이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기
재되어 있다(갑 제8호증, 실시예 7 및 표 8 참조).
또한 선행발명의 실시예 3(실험예 1) 표 5에는 HD-2(육산화사비소)가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유방암 세포주’인 Hs578T를 포함한 다양한 암 세포주에 대해 세포독성 효과가 있
다고 개시되어 있다. 또한 실시예 7에는 HD-2가 피부암과 결장암 등 다른 종양세포에서
종양 전이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사항이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원리나 작용에 의하여 위와 같은 항암효과가 생기는 지
까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이 선행발명에는 육산화사비소가 피부암, 결장
암 등에 대한 ‘전이억제효능’을 가진다는 내용과 ‘유방암 세포주’에 대하여 세포독성효과
를 가진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이로부터 육산화사비소가 ‘유방암’
에 대해서도 ‘전이 억제 효능’을 가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유방암의 발병 또는 전이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HER-2 수용체의 과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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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한 가지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암의 종류별로 HER-2가 과발현된 정도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유방암에서 HER-2가 과발현된 정도는 10.5%로 전체 암의 평균값인 2.7%
보다 높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선행발명의 실시예 4에서는 HD-2의 종양세포 살해기전을 조사하는 내용의 실험
이 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HL-60 세포주(류케미아)에 대하여 HD-2(육산화사비소)
가 세포자살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실험의 과정 및 결과를 개시하면서 180bp의
DNA 단편화 현상이 관찰됨에 따라 HD-2가 위 세포주에서 세포자살(apoptosis)을 유도하
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세포자살이란 세포 내의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RTK)의 비활성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데, HER-2 수용체를 포함하는 EGFR 패밀리의 비활성화가 RTK 신호전달
경로를 통해 세포자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항은 약물과 신호전달을 연구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공지되어 통용되는 사항이었으므로(을 제3호증
참조), HER-2 수용체의 활성화(발현) 또는 및 비활성화는 항암제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이미 연구가 이루어지던 사항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유방암의 경우, 최근에는 치료의 결정에 호르몬 수용체의 발현과 HER-2 유전자의 과발
현 유무가 진단시부터 거의 예외 없이 쓰여진다’는 기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기도 한다
(갑 제3호증 식별번호[0005]).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육산화사비소가 유방암 세포 사멸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주된 경로인 RTK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육산화사비소는 RTK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EGFR 패밀리 내지 HER-2 수용체에 의해 전이되는 유방암의
전이에 유효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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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고는 육산화사비소가 유방암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높은 전이억제효과를 가진
다는 점이 이 사건 출원발명에 의해 밝혀진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비해 현저한 효과가 있어 용도발명으로서 진보성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므로,
육산화사비소가 전이억제면에서 유방암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
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효과에서의 차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육산화사비소가 유방
암 과 이와 다른 종류의 암에 대한 전이 억제효과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는 유
방암의 전이 중 HER-2 수용체에 의한 전이와 HER-2 수용체에 의하지 않은 전이에 대한
억제효과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비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거나,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 명세서에는 이러한 사항은 기재
되어 있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HER-2 수용체가 발
현되지

않은

EGFR에

의해

유도된

두

가지

종류의

유방암

세포주(MCF-7

및

MDA-MB-2318))에 대하여 육산화사비소를 투여하여 침윤 억제 효과 등을 확인하였거나
(실시예 2-1 및 도 1), HER-2 수용체가 과발현된 세포주(SKBR3 세포)를 대상으로 하여
육산화사비소를 농도를 달리 하여 침윤억제 효과 등을 확인한 실험예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실시예 2-2 및 도 2), 위 기재내용에 의하면 육산화사비소가 EGFR 매개 유방암
세포 및 HER-2 매개 유방암 세포에 대해 모두 높은 침윤억제 효과를 가진다는 정도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결과에 대한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8) MDA-MB-231 세포주는 EGFR이 발현된 세포주이고, MCF-7 세포주는 EGFR이 발현되지 않은 세포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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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발명에 의해 ‘육산화사비소가 다른 암에 비해 유방암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유
방암의 전이 중 HER-2가 관여되는 전이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높은 억제 효과를 가진다’
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출원 명세서 실시예 2-1에 기재된, EGFR 매개 유방암 세포
(MDA-MB-231), EGFR 음성 유방암 세포(MCF-7) 및 실시예 2-2에 기재된 HER-2 매개
유방암 세포(SKBR-3)에 대한 육산화사비소의 침윤 억제 효과를 비교하면, 아래에 도시된
바와 같이 HER-2 매개 유방암 세포(SKBR-3)에 대한 육산화사비소의 암세포 전이 억제
효과가 EGFR 음성 유방암 세포(MCF-7)에 대한 전이 억제 효과 보다 더 열등하다고 볼
수 있어, 육산화사비소가 유방암의 HER-2에 의해 매개되는 전이를 억제하는 정도가 높
다고 볼 수도 없다(왼쪽의 그래프는 MCF-7 세포주에 대하여 3uM의 육산화사비소를 투
MCF-7(HER-2 미발현)

SKBR-3(HER-2 발현)

여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48시간 내에 대조군에서는 40% 정도의 세포이동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투여한 경우 세포이동의 정도가 0%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낸다. 오른쪽의 그
래프는 SKBR-3에 3uM의 육산화사비소를 투여한 결과 대조군에서의 세포이동이 30%
인 것에 비해, 투여한 경우 5% 정도로 억제된다는 것을 나타내어, 세포이동의 억제 정
도면에서 HER-2가 발현되지 앟은 MCF-7 세포주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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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출원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 5-2에서 육산화사비소의
HER-2의 인산화 억제 정도가 EGFR(수용체 패밀리 중
HER-2수용체를 제외한 것)의 인산화 억제 정도에 비해
6배 정도 높으며, 도 6(B)의 웨스턴 블롯(western blot)
실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원고의 주장
요지는,

육산화사비소를

0.5uM을

투여한

경우에

p-HER2 밴드9)는 거의 사라져서 육산화농도가 더 높
아지더라도 밴드 두께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p-EGFR 밴드는 농도 3uM을 투여한 경우라야 밴드
가 거의 사라지는 것이 확인되므로, 인산화를 억제하는 육산화사비소의 농도에 6배(=
3/0.5)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실험결과에는 HER-2가 과발현된 SKBR-3 세포에 대하여 육산화사비소가
각 신호전달 물질 내지 하위 신호전달 물질의 발현을 억제하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만 나
타나 있을 뿐, 그 외 EGFR에 의해 매개되는 유방암 세포주에서도 신호전달 물질 내지
하위 신호전달 물질의 발현을 억제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또한 위에 도
시된 결과를 보더라도, SKBR-3 세포에 육산화사비소 1uM을 투여하였을 때 p-HER2의
밴드의 두께가 p-EGFR의 밴드 두께에 비해 상당히 얇게 나타난 점에 의하여 HER-2
의 인산화가 더 억제된 점은 알 수 있으나, SKBR-3 세포 자체가 HER-2 수용체가 과발

9) 밴드가 두껍게 나타나면 해당 물질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p-HER2 및 p-EGFR에서 앞의 'p-'는 인산
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p-HER2의 밴드의 두께가 줄어들었다면 이는 인산화된 HER2 수용체의 양이 줄어
들었다는 셈이 되고, 결국 HER-2의 인산화가 억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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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 세포여서 EGFR 수용체(EGFR 수용체 패밀리 중 HER-2 수용체를 제외한 것)가 발
현된 정도가 HER-2 수용체가 발현된 정도 보다 낮기 때문에 HER-2 수용체의 인산화가
억제된 정도가 EGFR의 인산화가 억제된 정도보다 크게 나타나리라는 점은 위 실험결과
없이도 예측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 도시된 결과를 자세히 보면
육산화사비소를 1.5 및 2uM을 투여한 경우에 p-HER2의 밴드의 두께는 1uM을 투여한
경우 보다 오히려 두껍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0.5uM의 육산화사비소를 투여하였을 때 HER-2 수용체에 대한 인산화 억제
효과가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육산화사비소의 HER-2 수용체의 인산화 억제효과가 EGFR 수용체의 인산화 억제효과
보다 6배 정도로 높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육산화사비소의 HER-2 수
용체의 인산화 억제효과가 EGFR 수용체의 인산화 억제효과보다 6배 정도 높다는 사실
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이미, 통상의
기술자는 이미 육산화사비소가 EGFR 수용체 패밀리 또는 그중 하나인 HER-2 수용체의
비활성화를 유도하여 유방암의 전이를 억제한다는 점이 알려져 있었거나 통상의 기술자
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인 이상, 통상의 기술자가 육산화사비소가 수용체별로 어느
정도로 인산화를 억제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특별한 착상이나 기술
상의 곤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육산화사비소가 수용체별로 인산화 억제 효과
면에서 6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사항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용도발명으로서의 진보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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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방암의 종류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진보성 판단(가정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유방암, 즉 ‘HER-2가 매개되
어 발병한 유방암’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육산화
사비소가 이와 같은 특정한 유방암에 대한 전이억제의 용도를 가지는 용도발명으로서 진
보성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이미, 통상의 기술자는 이미 육산화사비소
가 EGFR 수용체 패밀리 또는 그중 하나인 HER-2 수용체의 비활성화를 유도하여 유방암
의 전이를 억제한다는 점이 알려져 있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
인 점, 이 사건 출원 명세서에는 유방암 세포와 다른 종류의 암세포에 대하여 육산화사비
소의 전이억제정도면에서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으며,
HER-2 수용체가 과발현된 유방암 세포주와 그렇지 않은 유방암 세포주에 대하여 육산화
사비소의 전이 억제 효과를 대비할 자료도 없는 점{원고 스스로 이 사건 출원 명세서에서
의 HER-2 과발현 세포주에 대한 실험결과(실시예 5)와 EGFR 세포주에 대한 실험결과(실
시예 3)를 서로 대비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주장하는 이 사건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 5-2와 그 실험결과를 도시한 도 6(B)는
HER-2 수용체가 과발현된 유방암 세포주에서 신호전달물질의 분포를 나타낼 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유방암 중 HER-2 수용체가 과발현된 유방암 세포주와 그렇지 않은 유방암
세포주에서의 육산화사비소의 전이억제효과의 차이를 알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도 6(B)의 실험결과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치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도 보
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용도
를 ‘특정한 유방암’에 대한 용도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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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발명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이상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재를 육산화사비소라는 약물이 가지는
약리기전을 기술한 것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청구범위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기는
하였으나, 이를 약리기전에 관한 기재로 보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심결에
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원인인 원고는 출원단계에서 심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
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받고 의견을 제
출할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그 주된 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
하는 진보성 흠결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의 진보성 흠결 주장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삼지 못할 바 아니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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