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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2019. 9. 2. 2017원25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3)
1) 발명의 명칭: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다수의 클레이드를 이용한 백신접종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 제출일/ 출원번호: 2008. 11. 25./ 2007. 11.
26./ 2016. 6. 23./ 제10-2016-7016831호
3) 청구범위(2016. 12. 7.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1 클레이드로부터의 헤마글루티닌 항원
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로 면역화된 환자를 면역화하기 위한, H5 인플루엔자 A 바
이러스의 제2 클레이드로부터의 헤마글루티닌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로서, 제
1 클레이드와 제2 클레이드는 서로 상이하고, 제1 클레이드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은 수중유 에멀젼으로 보조제 첨가된, 면역원성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제1 클레이드는 클레이드 1이고, 제 2클레이드는 클
레이드 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역원성 조성물.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제1 클레이드는 클레이드 2이고, 제2 클레이드는 클
레이드 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역원성 조성물.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제1 클레이드는 클레이드 1이고, 제2 클레이드는 클
레이드 2가 아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역원성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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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제1 클레이드는 클레이드 2이고,

제2 클레이드는 클

레이드 1이 아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역원성 조성물.
【청구항 6】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1 클레이드 항원 및 제2
클레이드 항원 중 적어도 하나는 분할 비리온으로부터 유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
역원성 조성물.
【청구항 7】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2 클레이드 항원을 포함
하는 면역원성 조성물은 수중유 에멀젼으로 보조제 첨가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역원
성 조성물.
【청구항 8】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1 클레이드로부터의 헤마글루티닌 항
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 및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2 클레이드로부터
의 헤마글루티닌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을 포함하고, (i) 피험체에 H5 인플
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1 클레이드로부터의 헤마글루티닌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을 투여하는 단계, 및 그 후 (ii) 피험체에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2 클
레이드로부터의 헤마글루티닌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을 투여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하여 환자를 면역화하기 위한 키트로
서, 제1 클레이드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과 제2 클레이드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은 분리하여 유지되고, 제1 클레이드와 제2 클레이드는 서로 상이하고,
제1 클레이드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은 수중유 에멀젼으로 보조제 첨가된,
키트.
【청구항 9】제8항에 있어서, 제1 클레이드는 클레이드 1이고 제2 클레이드는 클레
이드 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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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제8항에 있어서, 제1 클레이드는 클레이드 2이고

제2 클레이드는 클

레이드 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트.
【청구항 11】제8항에 있어서, 제1 클레이드는 클레이드 1이고 제2 클레이드는 클
레이드 2가 아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트.
【청구항 12】제8항에 있어서, 제1 클레이드는 클레이드 2이고 제2 클레이드는 클
레이드 1이 아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트.
【청구항 13】제8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1 클레이드 항원 및
제2 클레이드 항원 중 적어도 하나는 분할 비리온으로부터 유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트.
【청구항 14】제8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2 클레이드 항원을 포
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은 수중유 에멀젼으로 보조제 첨가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
트.
4) 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0002] 본 발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한, 특히 인플루엔자
유행병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한 백신의 분야에 있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0003] 백신에 사용하기 위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균주는 계절마다 변화한다. 수년 동
안, 백신은 통상적으로 두개의 인플루엔자 A 균주(H1N1 및 H3N2) 및 하나의 인플루엔자 B
균주를 포함하였다. '항원소변이'를 다루기 위해서, 백신접종에 사용되는 정확한 균주는 매
년 변화한다.
[0004] 항원소변이 보다 더욱 관심사항 중 하나는 '항원대변이'이며, 유행하는 인플루엔
자 A 바이러스의 아형이 H1N1 및 H3N2으로부터 변화한다. 특히,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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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H5 아형이 가까운 미래에 유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된다. 인간 집단이 새로운
헤마글루티닌 아형에 면역적으로 미경험이기 때문에, 이 항원대변이는 인플루엔자 감염의
유행 발생을 초래할 것이다. 유행 발생을 초래하는 잠재성을 부여하는 인플루엔자 균주의
특징은: (a) 현재 순환하는 인간 균주의 헤마글루티닌에 비하여 새로운 헤마글루티닌, 즉 십
년 동안 인간 집단에서 명백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전에 인간 집단에서 전혀 발견된 적이
없는 것을 함유; (b) 인간 집단에서 수평적으로 전달될 수 있음; 그리고 (c) 인간에게 병원성
이라는 것이다.
[0005] H5 균주에 의해 유발되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한 준비에서, 유행전 면역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환자들은 유행병이 발생할 때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임의의 항
원소변이에도 불구하고 얻어진 면역성이 유용할 것이라 희망을 가지고 현재 H5 균주(조류
로부터)로 면역화된다.
발명의 내용
[0007] 2003년부터 동물 및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H5N1 바이러스는 헤마글루티닌 아미
노산 서열에 기반하여 밀접하게 관련된 바이러스의 다수의 별개의 클레이드(유전자 그룹)로
분류된다. H5N1/A/Vietnam/1194/04 균주는 클레이드 1로 분류된다.
[0008] 본 발명에 따르면, 다수의 클레이드가 인플루엔자 면역화에 사용된다.
[0009] 본 발명의 제1 양태에서, 프라임-부스트 면역화 계획이 사용되는데, 이때 피험체
는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1 클레이드의 프라이밍 용량 및 H5 인플루엔자 A 바이
러스의 제2 클레이드의 부스팅 용량을 투여받는다. 예컨대, 환자는 클레이드 1 항원으로 프
라이밍되고 클레이드 2로 부스팅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7] H5 클레이드
[0018] 본원에 사용되는 바이러스의 헤마글루티닌 항원은 H5 아형으로 분류되지만, H5
아형 내에서 이들은 상이한 클레이드로 분류된다.
[0019] 조류 종을 순환하는 대다수의 H5N1 바이러스의 헤마글루티닌(HA) 서열은 2003
년 이후로 별개의 계통적 클레이드로 분류된다. 캄보디아, 태국 및 베트남에서 순환하는 클
레이드 1 바이러스는 2004년 및 2005년에 이들 나라에서, 그리고 2006년에 태국에서 사람
감염의 원인이었다. 클레이드 2 바이러스는 2003년 이후 중국 및 인도네시아에서 조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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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하였으며; 이들은 2005년 및 2006년 동안에 중동, 유럽 및 아프리카로 서쪽으로 전파되
었다. 2005년 후반 이후, 클레이드 2 바이러스는 사람 감염의 주요 원인이었다. 클레이드 2
의 다수의 서브클레이드는 지리적 분포가 다른 3가지 - 서브클레이드 1, 2 및 3(도 1)로 구
별되며, 지금까지 인간 병증에 주요 원인이었다.
[0021] 또한, 이들 분류 이외의 약간의 바이러스들이 아시아에서 국한된 발병 동안 가축
가금류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들은 A/goose/Guiyang/337/2006(클레이드 4) 및 A/chicken/Sh
anxi/2/2006(클레이드 7)으로 표시되는 신종 클레이드로 분류된다. 0에서 9로 번호가 매겨진
총 10개 클레이드가 현재 정의되어 있다.
[0022]~[0023] 본원에서 참조를 위해, 각 클레이드에 대한 원형 균주는 그들의 헤마글루티
닌 유전자의 암호화 서열과 함께 다음과 같다:

[0030] 클레이드 조합
[0031] 본 발명은 면역화를 위한 하나 이상의 H5 클레이드로부터 유래한 항원을 사용한
다.
[0032]~[0033] 예컨대, 환자는 제1 클레이드 중의 H5 바이러스로부터의 항원으로 프라이
밍되지만, 그 다음 제2 클레이드 중의 H5 바이러스로부터의 항원으로 부스팅될 수 있다. 이
프라임/부스트 전략에서 유용한 클레이드 조합은 하기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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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4] 보조제(들)
[0075] 본 발명의 조성물은 조성물을 투여한 환자에게서 유발되는 (체액성 및/또는 세포
성) 면역 반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조제를 포함할 수 있다.
[0076] 제1 클레이드 백신 및 제2 클레이드 백신 모두 보조제가 첨가된 백신인 것이 바
람직하다. 이들은 동일한 보조제 또는 상이한 보조제들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두개의 백
신 중 하나만 보조제 첨가된다면 두 번째인 것이 바람직하다.
[0173] 수중유 에멀젼 보조제
[0174] 수중유 에멀젼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을 보조하는 용도에 특히 적합한 것으
로 발견되었다. 다양한 이러한 에멀젼은 공지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한
가지의 오일과 적어도 한 가지의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며, 생분해성이고(물질대사가 가능한)
생체 적합한 오일(들)과 계면활성제(들)이다. 에멀젼 내의 오일 방울은 일반적으로 직경이 5
μm 미만이며, 심지어 마이크론 이하의 직경을 가질 수도 있고, 이들 작은 크기는 마이크로
플루이다이저로 달성되어 적합한 에멀젼을 제공한다. 220nm 미만 크기의 방울이 여과 멸균
을 실시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0179] 본 발명에 유용한 특정한 수중유 에멀젼 보조제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
지 않는다.
[0180] 스쿠알렌, Tween 80, 및 SPAN 85의 서브마이크론 에멀젼. 부피 기준으로 에멀젼
조성물은 약 5% 스쿠알렌, 약 0.5% 폴리소르베이트 80 및 약 0.5% SPAN 85가 될 수 있다.
중량 환산으로, 이들 비율은 4.3% 스쿠알렌, 0.5% 폴리소르베이트 80 및 0.48% SPAN 85이
된다. 이 보조제는 'MF59'로 알려져 있으며, 참고문헌 133의 10장 및 참고문헌 134의 12장
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MF59 에멀젼은 시트레이트 이온, 예컨대 10mM 소듐 시
트레이트 완충제를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다.
[0253] 본 발명의 프라임-부스트 실시형태에서, 환자는 다수의 용량 계획을 실시한다. 다
수의 용량 계획에서

다양한 용량이 동일하거나 상이한 경로, 예컨대 비경구 프라임 및 점

막 부스트, 점막 프라임 및 비경구 부스트 등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다수의 용량은 통상
적으로 적어도 1주(예컨대 약 2주, 약 3주, 약 4주, 약 6 주, 약 8주, 약 10주, 약 12주, 약 1
6주 등) 간격으로 투여될 것이다.
[0269] 본 발명을 행하기 위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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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0] 인간 연구 I
[0271] 환자를 H5N3 균주 A/duck/Singapore/1997(클레이드 0)로부터 제조된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면역화하였다. 백신은 보조제가 첨가되지 않았거나(그룹 2) 또는 MF59 수중유 에
멀젼(그룹 1)으로 보조제가 첨가되었다. 환자의 제3 그룹(그룹 3)은 H5N3 백신을 투여하지
않았다.
[0272] 그 후의 인플루엔자 시즌(적어도 6년 후)에 환자를 H5N1 균주(A/Vietnam/1194/2
004 = 클레이드 1; 클레이드 2 또한 사용할 수 있음)로 제조된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면역
화하였다. 두개의 용량을 0일 및 21일에 투여하였고, 두개 모두 7.5㎍ 헤마글루티닌 및 MF5
9 보조제를 함유한다. 항원적으로 다양한 H5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화 전후 항체를 혈구응
집-억제(HAI), 항체 중화(MN) 및 단일 방사 용혈(SRH)에 의해 측정하였다.
[0273] 결과를 표 1에 나타낸다. 간략하게, 이전에 클레이드 0 백신으로 프라이밍된 환자
는 프라이밍되지 않은 환자보다 새로운 클레이드에 대하여 더 우수하고 더욱 신속한 면역
반응을 갖추었다. 프라이밍된 그룹에서, 보조제 첨가된 프라이밍 용량을 투여받은 환자들은
보조제 첨가되지 않은 프라이밍 용량을 투여받은 환자보다 더 우수한 면역 반응을 갖추었
다.
[0274] 기하 평균 항체 역가 및 혈청-반응은 프라이밍되지 않은 피험체보다 프라이밍된
피험체에서 현저하게 더 높았다. 한 용량의 백신 후 7일에, 그룹 1 환자의 ≥80%가 테스트
한 모든 클레이드 1, 2.1, 2.2, 및 2.3 조류 H5 바이러스 변이체, 및 본래의 A/duck/Singapor
e/97 클레이드 0 항원에 대하여 ≥1:40의 혈청보호 HAI 역가를 달성하였다. (후략)
[0275] 따라서 항원적으로 유전학적으로 거리가 먼 상이한 H5 클레이드 내의 균주로부
터 제조된 백신으로 수년 전에 프라이밍된 개체에서 한 백신 용량 후 다양한 인플루엔자 H
5N1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항체 반응을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다.
[0277] 유행병 전파의 모델링은 유행병의 발생 후 2주 내에 반응의 유도에 의해 바이러
스 전달의 최대 감소가 달성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두개 용량의 백신이 필요할 수 있기 때
문에, 따라서 신속한 백신 전개가 어려울 것이다. 이 인간

연구는 그러나 H5 항원(특히 보

조제 첨가된 H5 항원)으로 개체를 프라이밍하는 것이 저용량 항원적으로 별 개의(상이한 H
5 HA 클레이드) 백신의 투여 후 신속하게 발휘된, 장기 지속되는 면역 기억을 유도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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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 다른 연구에서, A/Vietnam/1194/2004 클레이드 1 H5N1에 상호-반응성인 기억 B
세포가 기준선에서 모든 3개 환자 그룹의 혈액에서 필적하는 빈도로 검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부스터 용량 후 3주에 그룹 1의 환자들은 그룹 2 및 3보다 현저하게 더욱 H
5N1-특이적 기억 B 세포를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이전의 보조제 첨가된 H5N3 백신으로의
프라이밍이 H5N1에 대하여 더 높은 상호 반응성을 갖는 기억 B 세포의 풀을 유도하였다는
것을 제안한다. 일관하여, 그룹 1의 환자들은 그룹 2 또는 3의 환자들 보다 더 빠르고 더
높은 항체 반응을 가졌고, 그룹 1 및 2의 환자들은 그룹 3의 환자들 보다 현저하게 더 우수
하고 더 빠르게 반응하였다. 클레이드 1 백신의 한 용량 후 7일째에, 그룹 1의 모든 환자들
이 클레이드 0, 1, 2.1.3, 2.2 및 2.3.4로부터의 여러 항원적으로 별개의 고도의 병원성 야생
형 바이러스에 대하여 혈청전환을 달성한 반면, 그룹 2에서는 14일째에만 필적하는 혈청전
환율이 관찰되었다. 반대로, 그룹 3 환자들에 대 하여 클레이드 0 및 클레이드 1 바이러스
에 대하여 80% 혈청전환율을 달성하기 위해 두개 용량의 클레이드 1 백신이 필요하였다.
[0297]~[0298]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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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을 제1호증)
2007. 8. 9. 공개된 미국공개특허공보 제2007/184526호에 게재된 ‘기능성 인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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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자 바이러스 유사 입자(VLP)’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경기술
[000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오르토믹소바이러스과(Orthomyxoviridae family)의 구성원
이다(리뷰에 대해서는, Murphy and Webster, 1996를 참고하라). A, B 및 C로 지정된 3개
하위 타입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다. 인플루엔자 비리온(virion)은 절편화된 음성-가닥
(negative-sense) RNA 게놈을 함유한다. 인플루엔자 비리온은 이하의 단백질들을 포함한다:
헤마글루티닌(HA), 뉴라미니다제(NA), 매트릭스(M1), 양성자 이온-채널 단백질(M2), 핵단백
질(NP), 폴리머라제 염기성 단백질 1(PB1), 폴리머라제 염기성 단백질 2(PB2), 폴리머라제 산
성 단백질(PA), 및 비구조성 단백질 2(NS2) 단백질. HA, NA, M1 및 M2는 막과 연관되나,
반면 NP, PB1, PB2, PA 및 NS2은 핵캡시드 관련 단백질이다. NS1은 단지 비리온 입자와
연관되지 않는 비구조성 단백질이지만, 인플루엔자-감염된 세포에 대한 특이성이 있다. M1
단백질은 인플루엔자 입자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이다. HA 및 NA 단백질은 바이러스 입
자의 세포로의 바이러스 부착 및 침투에 관계되는 엔벨로프(envelope) 당단백질이며, 바이
러스 중화 및 보호적 면역에 대한 주요한 면역우성 에피토프의 공급원이다. HA 및 NA 단
백질은 모두 예방적인 인플루엔자 백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0010] 이전의 연구에서 표면 인플루엔자 당단백질인 HA 및 NA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에 대한 보호적 면역의 유발에 대한 1차 표적이며, M1이 인플루엔자에 대한 세포성 면역에
대한 보존된 표적을 제공한다는 것이 나타났으므로, 새로운 백신 후보는 이들 바이러스 항
원을 단백질 거대 분자 입자, 예컨대 바이러스-유사 입자(VLP)로서 포함할 수 있다. 추가로,
이들 인플루엔자 항원을 갖는 입자는 다수 균주(strain)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항체를 유발하는 입체 구조의 에피토프를 제시할 수 있다.
발명의 개요
[0012] 본 발명은 인플루엔자 VLP를 포함하는 백신을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상기 VLP은
인플루엔자 M1, HA 및 NA 단백질을 포함하고, 여기에서 상기 백신은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동물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실질적인 면역을 유발한다. 일 구현예에서, 상
기 M1 단백질은 HA 및 NA 단백질에 비해 상이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균주로부터 유래한
다. 다른 구현예에서, 상기 HA 및/또는 NA은 각각 헤마글루티닌(hemagglutinin) 활성 및/또
는 뉴라미니다제(neuraminidase) 활성을 나타낸다. 다른 구현예에서, 상기 인플루엔자 VL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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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A 및 NA 단백질을 포함한다. 또 다른 구현예에서, 상기 인
플루엔자 VLP는 조류 인플루엔자 HA 및 NA 단백질을 포함한다.
[0026] 본 발명은 또한 척추동물에서 질병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부터 유발된 HA, NA 및 M1 단백질을 포함하는 VLP를 제공한다. 일 구현예에서,
상기 HA, NA 및 M1 단백질은 조류 인플루엔자 타입 A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다. 다른 구
현예에서, HA는 H1, H2, H3, H4, H5, H6, H7, H8, H9, H10, H11, H12, H13, H14, H15 및
H16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고, NA는 N1, N2, N3, N4, N5, N6, N7, N8 및 N9
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다. 추가적인 구현예에서, 상기 HA 및 NA 단백질은 각
각 H5 및 N1이다. 다른 구현예에서, 상기 HA 및 NA 단백질은 각각 H9 및 N2이다. 또 다
른 구현예에서, 상기 HA 및/또는 NA은 각각 헤마글루티닌 활성 및/또는 뉴라미니다제 활성
을 나타낸다. 일 구현예에서, VLP는 HA, NA 및 M1 단백질을 본질적으로 포함하는데, 즉,
이들은 실질적으로 VLP 내의 유일한 인플루엔자 단백질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0072] 본원에 사용된 용어 “제1(first)”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단백질, 즉, 제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M1 단백질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정 균주로부터 유래된 단백질, 예컨대 M
1, HA, NA 및 M2를 지칭한다. 제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균주 또는 타입은 제2 인플루엔
자 바이러스 단백질의 균주 또는 타입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제2(second)” 인플루엔자 바
이러스 단백질, 즉, 제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M1 단백질은, 제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단백
질과는 상이한 균주 또는 타입인 제2 균주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단백질, 예
컨대 M1, HA, NA 및 M2를 지칭한다.
[0080] 본원에 사용된 용어 “백신(vaccine)”은, 병원체에 대한 항체 또는 면역의 형성을
유발하도록 사용되는 사멸 또는 약화된 병원체, 또는 이로부터 유래된 항원 결정기의 제제
를 지칭한다. 백신은 질병,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 독감에 대한 면
역을 제공하기 위해 주어진다. 본 발명은 면역원성을 갖고 보호를 제공하는 백신 조성물을
제공한다. 또한, 용어 “백신”은 또한 보호적 면역(즉, 감염과 관련된 질병의 중증도를 감소시
키는 면역)을 생성하기 위해 척추동물에 투여되는, 면역원(예를 들어, VLP)의 현탁액 또는
용액을 지칭한다.
[0082] 본원에 사용된 용어 “어주번트(adjuvant)”는, 제형에서 특이적 면역원(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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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P)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 생성된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변화 및 변형
시키는 화합물을 지칭한다. 면역 반응의 변형(modification)은 항체 및 세포성 면역 반응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다에 대한 특이성을 강화 또는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면역 반응의 변
형은 또한 특정 항원-특이적인 면역 반응을 감소 또는 억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약학적 또는 백신 제제 및 투여
[0148] 본 발명의 백신 및/또는 항원성 제제는 또한 투여 스케줄에 따라, 예를 들어, 백
신 조성물의 초기 투여 및 이후 부스터 투여에 의해 투여될 수 있다. 특정 구현예에서, 조
성물의 제2 투여는 투여 개시 이후 2주에서 1년까지, 바람직하기는 약 1, 약 2, 약 3, 약 4,
약 5개월에서 약 6개월까지 투여된다. 추가적으로, 제3 투여량은 제2 투여량 이후 약 3개월
에서 약 2년까지, 또는 더 긴 기간까지, 바람직하기는 투여 개시 이후 약 4, 약 5, 또는 약
6개월, 또는 약 7개월부터 약 1년까지 투여될 수 있다. 제3 투여량은 제로 또는 낮은 수준
의 특이적 면역글로불린이 제2 투여 이후 피험체의 혈청 및/또는 소변 또는 점막 분비에서
검출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투여될 수 있다.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제2 투여량은 제1 투여의
약 1개월 이후 투여되고, 제3 투여량은 제1 투여의 약 6개월 이후 투여된다. 다른 구현예에
서, 제2 투여량은 제1 투여의 약 6개월 이후 투여된다.
[0153] 또한 당업계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특정 조성물의 면역원성은 면역 반응의 비특이적 자극자(어주번트로서 알려짐)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어주번트는 미공지된 항원에
대한 면역의 전반적인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사용되었다(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4,877,611호). 면역화 프로토콜은 수년 동안 반응을 자극하기 위해 어주번트를 사용하고,
또한 어주번트는 당업계의 숙련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일부 어주번트는 이에 항원이 제
시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면역 반응은 단백질 항원이 백반(alum)에 의해
침전되는 경우 증가한다. 항원의 유화는 또한 항원 제시의 지속을 연장시킨다. 문헌[Vogel
외, “A Compendium of Vaccine Ajuvants and excipient (2판)”](모든 목적을 위해 본원에
참고로 전체로서 포함된다)에 기재된 임의의 어주번트의 포함은, 본 발명의 범주 내인 것으
로 생각된다.
[0154] 예시적인 어주번트는 완전한 프로인트(Freund's) 어주번트(사멸된 마이코박테리움
투베르큘로시스(Mycobacterium tuberculosis)를 함유하는 면역 반응의 비-특이적인 자극자),
불완전한 프로인트 어주번트 및 수산화알루미늄 어주번트를 포함한다. 다른 어주번트는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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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P, BCG, 수산화알루미늄, MDP 화합물, 예컨대 thur-MDP 및 nor-MDP, CGP(MTP-PE), 지
질 A 및 모노포스포릴 지질 A(MPL)을 포함한다. 2% 스쿠알렌/트윈 80 에멀전 중에 박테리
아로부터 추출된 3개의 성분인 MPL, 트레할로스 디마이콜레이트(TDM), 및 세포벽 골격(CW
®

S)을 함유하는 RIBI도 또한 고려된다. MF-59, 노바솜 , MHC 항원도 또한 사용될 수 있다.
[0174] 다른 구현예에서, 본 발명의 VLP(조류 또는 계절성 VLP)는 하나 초과의 균주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특정 균주, 특정
하위 그룹으로부터 제조된 인플루엔자 VLP에 의한 척추동물의 이러한 교차-보호는, 상이한
균주들 및/또는 하위 그룹들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교차-보호를 유발할 수 있다.
이하의 예는 본 발명의 VLP가 상이한 균주들 및/또는 하위 그룹들과의 교차 반응성을 유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시예
실시예 24
RT-PCR에 의한 클레이드 1 A/베트남/1203/04(H5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HA,
NA, 및 M1에 대한 클로닝
[0286] HA, NA 및 M1 유전자는 상기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RT-PCR에 의해 클로닝되었
다. 이하의 서열들은 클로닝된 유전자에 대해 공개된 유전자와 비교한 것이다.
실시예 25
Sf9 세포에서 효과적인 발현을 위해 최적화된 클레이드 1 H5N1 인플루엔자 A/베트남/1
203/04 HA, NA, 및 M1 유전자의 생성
[0291] 이하의 폴리펩티드는 A/베트남/1203/04에 해당하는 코돈-최적화된 뉴클레오티드
로부터 유래되었다. 뉴클레오티드는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고안 및 합성되었다(Geneart G
MBH, Regensburg, FRG)(실시예 24를 참고하라).
실시예 26
H5N1 베트남/1203/2003 VLP 면역 원성(극도의 투여량 감소(dose sparing))
[0294] BALB/C 마우스는 VLP의 매우 낮은 투여량(0.2, 0.04, 0.008, 0.0016μg HA/투여)으
로 H5N1 VLP에 의해 근육내 및 비강내로 면역화되었고, 마우스는 0, 21 및 35일차에 채혈
되었다. 마우스는 21일차에 부스팅되었다. 혈청은 항-HA 항체에 대해서는 칠면조 RBC를 사
용하는 혈구 응집 저해 어세이(HI)에 의해,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ELIS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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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검정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 24 및 25에 나타나있다.
[0295] 이 결과는, VLP가 매우 낮은 투여량으로 근육내 투여된 경우 강건한 전체 면역
반응이 관찰되는 것을 나타내었다. 반응의 강건함(robustness)은 3.0 및 0.6μg HA/투여에서
대조군과 유사하였다. 이들 데이터는 (진정 투여 반응을 참고하라) 0.2μg의 VLP에 대한 항
체 반응이 3.0μg의 rHA 단백질에서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이 비강내 투여에 대
해서만큼 강건하지는 않았지만, 0.2μg HA/투여량의 VLP의 투여는 강건한 반응을 유발하였
다. 본 실험에서 0.2μg 투여량에 의한 ELISA 역가는, 이전 실험에서 0.12 μg 투여량의 H3N
2 VLP 백신과 유사하였다, 상기를 참고하라.
실시예 30
마우스 근육내 및 비강내 접종 연구
[0298] 마우스에는 0일차에 A/푸젠/411/2002(H3N2) VLP가 3μg, 0.6μg 0.12μg 또는 0.02
4μg(총 HA 투여량)의 농도로 근육내 또는 비강내 접종되고, 3주 후에 부스팅되었다. 대조군
마우스는 포르말린 불활성화된 A/와이오밍(푸젠-유사, 백신 균주) 또는 PBS로 접종되었다.
(중략) 이들 데이터는 H3N2 VLP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모체 A/푸젠/411/2002 균주 및
다른 H3N2 균주에 대한 항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데이터는 또한 비강내 접
종된 마우스에서의 역가가 근육내 접종된 마우스에서보다 더 나중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략) 그러나, 불활성화된 항원은 비강내 접종 이후 면역원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지도 않았고, 또한 비강내 접종 이후 널리 보호적이지도 않았다.
실시예 31
Sf9 세포에서의 효율적인 발현을 위해 최적화된 클레이드 2 H5N1 인플루엔자 HA, NA
및 M1 유전자의 생성
[0299] 클레이드 2 H5N1 바이러스, A A/인도네시아/5/05, A/줄기러기/칭하이/1A/2005
및 A/안후이/1/2005의 HA, NA 및 M1에 해당하는 이하의 최적화된 뉴클레오티드 및 폴리
펩티드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고안되고 합성되었다(Geneart GMBH, Regensburg, FRG).
최적화된 뉴클레오티드 및 폴리펩티드는 이하에 열거되어 있다. VLP를 제조하기 위하여, A/
안후이 HA가 A/인도네시아 NA 및 M1와 함께 발현될 수 있다. A/칭하이 HA 및 NA를 포
함하는 VLP에 대해서는, A/인도네시아 M1 유전자가 A/칭하이 HA 및 NA와 공동-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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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발명 2(을 제2호증)
2006. 10. 13. 공개된 ‘레이트 브레이커 심포지움 세션(Late Breaker Symposium
Session)’에 게재된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A 백신 접종’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배경기술
유행병이 발생하기 전에 기초 접종(priming)을 하고 특정한 유행병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 1회량을 추가로 접종(boosting)하는 전략을 유행병 관리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자
들은 8년 전인 1998년에 인플루엔자 A/홍콩/156/1997(H5N1, 클레이드 3) 백신을 2회량을
투여 받은 피험자들에게 인플루엔자 A/베트남/1203/2004(H5N1, 클레이드 1) 백신을 1회량
투여하여 이러한 전략을 모형화하였다.
방법
1998년에 아단위(subunit) A/HK/156/1997 백신을 접종한 37명의 피험자에게 불활성화
아바이러스(subvirion) A/VN/1203/2004(H5N1) 백신 1회량 90 마이크로그램(mcg)을 근육 주
사하였다. 접종 전 및 접종 후 28일과 56일에 마이크로 중화(MN, microneutralization)와 적
혈구응집저지시험(HAI, hemagglutination inhibition)으로 혈청항체를 측정하였다. 과거 연구
에서 1회량 90mcg을 투여한 지 28일 후의 H5 나이브(naive) 피험자와 항체 반응을 비교하
였다.
결과
현재는 혈청 HAI 결과만 있다. 1 회량을 투여한 지 28일 후, 기초 접종을 한 피험자의
HAI 항체 역가기하평균값(GMT, Geometric Mean Titer)은 64.0(95% 신뢰도 구간(CI) 38, 10
9)이며, 반응자 비율은 68%(항체 4배 증가), ≥1:40의 역가를 달성한 비율은 70%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1회량 90mcg을 투여한 H5 나이브 피험자는 28일에 접종 후 GMT가 13.3(95%
CI 10, 18)이며, 반응자 비율은 단 23%였고 24%만이 ≥1:40의 역가를 달성하였다.

다. 이 사건 거절결정 및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6.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모든 청구항들은
비교대상발명 11)과 2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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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원고는 2016. 12. 7. 모든 청구항들의 각 구성을 추가로 한정하는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4. 25. 청구항 모두가 여전히 선
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결정
하였다.
2) 원고는 2017. 5. 26. 특허심판원에 2017원2568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
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9. 9.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 2에 의
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선행발명 1은 프라임-부스트 면역화 전략에 대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
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용도가 도출될 만한 어떠한 개시, 동기, 암시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선행발명 1의 보조제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보조제와는 달리 함께 투
여되는 백신의 효과를 강화할 뿐이지 수년이 지나 투여되는 부스트 백신의 면역반응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2) 선행발명 2는 수중유 에멀젼 보조제는 물론이고 보조제를 첨가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개시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보조제 첨가에 따른 상승 작용을
암시할 만한 교시나 제안을 포함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1) 선행발명 1과 동일하고, 이하 ‘선행발명 1’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2) 선행발명 2와 동일하고, 이하 ‘선행발명 2’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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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발명 2는 수중유 에멀젼 보조제가 프라임 백신에 첨가됨에 따라 부스트 백
신에서 현저한 면역 반응 강화 효과가 있다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술자 역시 프라임 백신에서 보조제로 사용된 수
중유 에멀젼이 후속하는 부스트 백신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예측
할 수 없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2의 프라임 백신에 수중유 보조제를 첨
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출원발명의 프라임-부스트 면역화 접근법은 부스트 백신에 대해 신속하
고 지속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효과 및 환자에게 투여된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H5 항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범위까지 면역원성을 제공하는 교차보호 효과를 나타
내는데, 이러한 효과들은 선행발명 1과 2로부터 예측될 수 없는 현저한 효과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과 2의 조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
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들은 모두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H5 단백질을
포함하는 백신을 제공하고자 하는 점에서 기술분야 및 목적이 공통된다.
2) 선행발명 1에는 프라임-부스트 면역화로 교차 반응 또는 교차 보호가 유도된다
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프라임-부스트 면역화 조성물에 대한
동기를 제시하고 있고, 다양한 보조제를 첨가하는 구성도 개시하고 있으며, 선행발명 2
는 프라임-부스트 투여가 면역 효과를 증진시켰다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 또한 인플
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 변종이 심해서 매년 다른 종류의 백신이 접종된다는 것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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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원성 조성물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보조제를 사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은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
3) 프라임-부스트 면역화 접근법을 통한 교차 보호 효과와 수중유 에멀젼과 같은
보조제 첨가시 높은 항체 역가, 신속하고 지속적인 면역반응 유도 등은 백신 기술분야
의 기술상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
가능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관련 법리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
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
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
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
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
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2) 구성요소별 대비표
구성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을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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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1 클레
1

이드로부터의 HA 항원을 포함하는 면
역원성 조성물로 면역화된 환자를 면역
화하기 위한,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2 클레 - 본 발명은 인플루엔자 VLP를 포함하
이드로부터의 HA 항원을 포함하는 면 는 백신을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상기
역원성 조성물로서,

VLP는 인플루엔자 MA, HA 및 NA 단
백질을 포함하고, 상기 백신은 인플루
엔자에 취약한 동물에서 인플루엔자 바
이러스 감염에 대한 실질적인 면역을
유발한다. (중략) 상기 HA 및/또는 NA
는 각각 헤마글루티닌(hemagglutinin)
활성 및/또는 뉴라미니다제(neusramini
dase) 활성을 나타낸다. (중략) 상기
인플루엔자 VLP는 조류 인플루엔자 H
A 및 NA 단백질을 포함한다.[식별번호

2

0012]
- 본 발명은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
스 M1 단백질 및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5 및 N1 헤마글루티닌 및 뉴라미니다
제 단백질을 포함하는 바이러스 유사
입자(VLP)를 제공한다. (중략) 상기 H5
또는 N1은 H5N1 클레이드 1 인플루엔
자 바이러스에서 유래한다. 다른 구현
예에서, 상기 H5 및 N1은 H5N1 클레
이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유래한
다(식별번호 [0015]).
- 실시예 25: Sf9 세포에서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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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을 위해 최적화된 클레이드 1 H5N
1 인플루엔자 A/베트남/1203/04의 H
A, NA 및 M1 유전자의 생성(식별번호
[0290])
- 실시예 31: 클레이드 2 H5N1 바이
러스, A A/인도네시아/5/05, A 줄기러
기(Bar headed goose)/칭하이(Qingha
i)/1A/2005 및 A/안후이(Anhui)/1/2005
에 대응하는 다음의 적정화된 뉴클레오
티드 및 폴리펩티드가 앞서 개시된 바
와 같이 설계되고 합성되었다(Geneart
GMBH,

Regensburg,

FRG)(식별번호

[0299]).
3

제1 클레이드와 제2 클레이드는 서로
상이하고,
제1 클레이드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

4

성 조성물은 수중유 에멀젼으로 보조제
첨가된, 면역원성 조성물.

3)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공통점(구성요소 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어느 한
클레이드3)(클레이드 1 H5N1 인플루엔자 A/베트남/1203/044))로부터의 HA 항원(H5N1
클레이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유래하는 H5 단백질)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

3) 구성요소 2에서는 ‘제2 클레이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유전자의 암호화 서열이 미리 정해져 있는 특정한 클레이드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 3과의 관계에서 ‘제1 클레이드’와 상이한 클레이드를 나타낸다는 의미로 사용
되었을 뿐인 것으로서,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로부터의 HA 항원을 포함하고 있기만 하다면 어떤 분류의 클레이드인지를
불문하고 구성요소 2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갑 제2호증의 1, 식별번호 [0031] 내지 [0033] 참조).
4) 괄호 안에 기재된 것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해당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을 제1호증, 식별번호 [0290]
등 참조)이고, 이하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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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VLP를 포함하는 백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위 ‘구성요
소별 대비표’에서 구성요소 2 및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부분 각 기재
참조).
나) 차이점(구성요소 1, 3 및 4)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따른 면역원성 조성물은 선행발명 1과 달리,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또 다른 클레이드5)로부터의 HA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이하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이라 하고, 이와 대비되는 의미로서 이 사건 제1
항 발명에 따른 면역원성 조성물을 ‘부스트 면역원성 조성물’이라 한다)로 면역화된 환
자를 면역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구성요소 1 및 3 참
조), 위와 같은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에 수중유 에멀젼이 보조제로 첨가되는 반면(이
하 ‘차이점 2’라 한다; 구성요소 4 참조), 선행발명 1에는 위 차이점 1, 2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가 있다.
4) 차이점 극복 여부
앞선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통상
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및 백신에 대한 수중유 에멀젼 보조제 첨가라는
주지관용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차이점 1, 2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선행발명 2의 개시 내용
선행발명 2에, ‘유행병이 발생하기 전에 기초 접종(priming)을 하고 특정한 유행
병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 1회량을 추가로 접종(boosting)하는 전략을 유행병 관리 전략
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전략의

모형화로서

실제

‘인플루엔자

A/홍콩

5) 구성요소 1, 3 및 4에서 ‘제1 클레이드’로 표현되었는데, 그 의미가 구성요소 2의 ‘제2 클레이드’와 상이한 클레이드임을 나타
내는 것임은 각주 3)에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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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997(H5N1, 클레이드 3) 백신을 2회량 투여받은 피험자들에게 8년이 지난 후 인
플루엔자 A/베트남/1203/2004(H5N1, 클레이드 1) 백신을 1회량 투여’하는 실험이 진행
되었다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1. 나. 선행발명들’ 내용 참조).
따라서 차이점 1에 대응하는 구성, 즉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과 부스트 면역원성 조
성물에 각 포함되는 HA 항원이 서로 다른 클레이드로부터 유래된다는 구성은 선행발
명 2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다.
나) 주지관용 기술로서의 수중유 에멀젼 첨가
한편, 면역원성 조성물에 보조제로 수중유 에멀젼이 첨가될 수 있다는 것은 통
상의 기술자에게는 주지관용의 기술이라 할 것인바, 이는 다음과 같은 선행기술문헌들
의 각 기재를 통해 자명하다.
▸ 을 제3호증(Vaccine Design: The Subunit and Adjuvant Approach, 1995. 6. 공개)
백신 보조제와 첨가제의 개요
구성성분/보조제(어주번트) 품명: MF59
구조: 스쿠알렌/수중유 에멀젼 (중략)
보조제(어주번트) 특성: 다양한 항원과 함께 조합하여 근육주사로 투여하여, 체액 반응을
상승시키고, T세포의 생존과 림프사이트 세포의 존재를 증가시킨다(183면).
▸ 을 제4호증(Vaccine Adjuvants and Delivery Systems, 2007. 6. 공개)
외부적 인자에 대해 유효한 수준으로 면역반응을 상승시키도록 초기부터 그 시도가 있
어 왔는데, 연구자들은 면역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항원과 함께 조합하여 쓸 수 있는
유용한 보조제를 구분하려고 시도해 왔다. 이러한 면역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보조제는
어주번트라고 알려져 있다(1면 도입 1~4행).
MF59 역시 H5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 바람직한 어주번트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
다(12면 40~41행).
▸ 을 제8호증(Vaccine Vol. 25, 2007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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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59가 포함된 인플루엔자 백신은 비병원성 균주로 접종한 후에, A/Hongkong/156/97,
A/Hongkong/213/03, A/Thailand/16/04, A/Vietnam/1203/04를 포함하여 이형으로 변형된 A
/H5N1 스트레인에 대한 교차반응을 포함하여 유행성 균주에 대한 보호능을 제공할 수 있
는 잠재능을 보였다(6859면 우측 칼럼 17~22행 참조).
▸ 을 제9호증(Vaccine Vol. 23, 2005년 공개)
이 백신을 단독으로 또는 수중유 보조제인 MF59와 혼합해서 다양한 용량으로 접종하여
안전성, 내인성, 항체발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였다. 보조제가 포함되지
않은 제제의 결과는 3주마다 항원의 7.5, 15 또는 30ug을 포함하여 2번 접종한 결과에서
보호 작용을 유도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MF59 보조제가 포함된 제제는 최소용
량인 7.5ug에서 1회 접종만으로도 충분히 보호 작용이 발현될 수 있는 항체 수준에 도달했
다. 이런 결과는 1차 면역된 개체에게 부여되는 대부분의 계절성 백신과 달리 매우 큰 가능
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결과는 면역학적으로 기초접종된 개체에게 제공되는 대부분
의 계절 백신과는 달리, 유행성 백신은 강력한 보조제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두 번의 복
용량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5740면 좌측 칼럼 33~45행).
이러한 자료는 상기에서 제기된 첫 2개의 질문에 대한 잠재적인 답을 제공한다. 왜냐하
면, 그들은 단지 7.5ug의 항원을 포함하는, 보조제 첨가된 백신이 과거 8년 동안에 변형에
도 불구하고 균주들 사이에서 교차보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주사용량은 줄이
고, 교차- 보호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사항이 그림 3에 설명되
어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용하면, 강한 보조제를 사용함으로써, 심지어 유행하
는 균주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바이러스 균주를 사용하더라도 예방 또는 대유행에 대해
서 예비적인 백신 전략으로서 매우 유용함을 보여준다(5740면 우측 칼럼 32~41행).

다) 결합의 용이성 여부
(1)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결합이 용이한지 여부
(가) 선행발명 1은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동물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에 대한 실질적인 면역을 유발하는, HA 활성을 나타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5 단
백질을 포함하는 바이러스 유사 입자(VLP)가 포함된 백신에 관한 것이고(을 제1호증,

- 24 -

식별번호 [0012] 및 [0015] 참조), 선행발명 2 역시 유행성 인플루엔자를 관리하기 위
하여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클레이드 백신을 투여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는 것
인바(을 제2호증, 배경기술 참조), 양 발명의 구체적인 기술 분야 및 목적은 실질적으
로 서로 동일하다.
(나) 선행발명 1에는 ‘본 발명의 백신 또는 항원성 제제는 투여 스케줄에 따
라, 즉 백신 조성물의 초기 투여 및 이후 부스터 투여에 의해 투여될 수 있다’(식별번
호 [0148]), ‘본 발명의 VLP(조류 또는 계절성 VLP)는 하나 초과의 균주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특정 균주, 특정 하위
그룹으로부터 제조된 인플루엔자 VLP에 의한 척추동물의 이러한 교차-보호는 상이한
균주들 및 하위 그룹들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교차-보호를 유발할 수 있다’
(식별번호 [0174])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 실험예로 ‘마우스
에는 0일차에 A/푸젠/411/2002(H3N2) VLP가 3㎍, 0.6㎍, 0.12㎍, 0.024㎍, 0.6㎍(총
HA 투여량)의 농도로 근육 내 비강내 접종되고, 3주 후에 부스팅되었다. (중략) 어세
이는 H3N2의 A/푸젠/411/2002, A/파나마/2007/99, A/와이오밍/3/03 및 A/뉴욕
/55/2004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균주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 30
A-H에 나타나 있다. 이들 데이터는 H3N2 VLP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모체 A/푸젠
/411/2002 균주 및 다른 H3N2 균주에 대한 항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
략)’(실시예 30, 식별번호 [0298])고 개시되어 있는바, 위 실험 결과는 동일한 클레이
드로부터의 항원으로 기초 접종 및 3주 후 부스팅이

이루어졌을 때, 접종하지 않은

다른 H3N2 균주에 대하여도 항체 유발의 교차-보호 효과가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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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와 같은 선행발명 1, 2의 기술분야 및 목적, 선행발명 1의 구체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효과적인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백신의 제공이라는 선행발
명 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발명 1에도 구체적 실험예로 나와 있는 프라임-부
스트 백신 용법의 일환으로서, 그와 유사한 내용의 교차-보호적 작용효과를 갖되, 동일
한 클레이드가 아닌 이종(異種)의 클레이드로부터의 항원을 추가 접종하는 내용의 프
라임-부스트 백신 용법 사용에 관한 선행발명 2를 선행발명 1에 결합할 수 있다는 암
시, 동기 등은 선행발명 1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이는,
선행발명 1을 포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이전 공개된 여러 선행기술문헌들
에 ‘(선략) 이들 유행병 연구 및 일부 분리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상세한 시험을 위
해 4개의 세계보건기구(WHO) 표준 실험실들 중 하나로 보내지는데, (중략) 이들 실험
실은 최근 백신에 대해 만들어진 항체가 순환하는 바이러스 및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
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시험한다. 이 정보는 (중략) WHO 회의에 제출된다. 이들
회의는 이후의 가을 및 겨울을 위한 독감 백신에 사용하기 위해 3종의 바이러스(2개
하위 타입의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및 하나의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를 선택한다.
선택은 북반구에 대해서는 2월에, 그리고 남반구에 대해서는 9월에 실시한다. 통상 백
신 내의 3종의 바이러스 균주들 중 하나 또는 둘은 매년 변한다’(선행발명 1; 을 제1호
증, 식별번호 [0086]), ‘최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들은 3종의 성분, 즉 H1N1(HA
아형1; NA 아형 1), H3N2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로 구성된
다. (중략) 순환하는 바이러스들은 HA가 변이(항원 표류, 항원소변이)를 일으키기 때문
에 대유행 기간 사이에 백신의 종류(strain)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만 한다’(을 제5호
증,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Vol. 12(1), 2006 공개; 61면 좌측 칼럼 14행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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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칼럼 3행)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다는 점{위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출원발명 명
세서의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갑 제2호증의 1, 식별번호
[0003]; ‘백신에 사용하기 위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균주는 계절마다 변화한다. 수년
동안 백신은 통상적으로 두 개의 인플루엔자 A 균주(H1N1 및 H3N2) 및 하나의 인플
루엔자 B 균주를 포함하였다. 항원소변이를 다루기 위해서 백신접종에 사용되는 정확
한 균주는 매년 변화한다’}을 통해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이종 항원에 의
한 프라임-부스트 백신 용법에 관한 선행발명 2를 쉽게 결합할 수 있음이 추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1이 프라임-부스트 면역화 접근법에 대하
여 그 개념조차 언급한 것이 아니라거나6), 교차-보호에 대한 단순한 아이디어만을 제
공한 것7)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에 ‘백신 조성물의 초기 투여 및 이후 부스터 투여’에 대
한 언급이 이루어져 있고, 동일한 항원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3주의 시간 차이를 두고
초기 접종 및 부스팅을 한 구체적 실험 결과(실시예 30 및 도 30 A-H)까지 개시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선행발명 1에는 동종 항원에 기한 프라
임-부스트 백신 용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8).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결국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선행발명 1에 선
6) 원고의 2019. 11. 26.자 준비서면 제11, 12쪽 참조
7) 원고의 2020. 5. 14.자 준비서면 제7쪽 마지막 단락 참조
8) 덧붙여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20. 6. 22.자 참고서면(2, 3면)을 통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과거에 이미 한
번 “면역화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의 다중 투여 전략은 “면역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상
이한 치료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다중 투여 전략의 의미가 선행발명 1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선행발명 1의 실시예 30에서 일정 보호 수준을 초과하는 HI 역가가 부스트 전에 이미 도달
되어 있는 실험결과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바(도 30 a, e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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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발명 2를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및 수중유 에멀전 첨가(주지관용 기술)의 결합이
용이한지 여부
(가) 면역원성 조성물에 보조제로 수중유 에멀젼이 첨가될 수 있다는 것이 주
지관용의 기술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또한 선행발명 1에 ‘당업계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특정 조성물의 면역원
성은 면역 반응의 비-특이적 자극자(어주번트로서 알려짐)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어
주번트는 미공지된 항원에 대한 면역의 전반적인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사
용되었다. (후략)’(식별번호 [0153]), ‘예시적인 어주번트는 (중략). MF-59, (중략)도
사용될 수 있다’(식별번호 [0154])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에 선
행발명 2를 결합함에 있어서도 그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에 보조제로서 수중유 에멀
젼이 사용될 수 있음에 대한 암시, 동기 등이 선행발명 1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이전 여러 선행기술문헌
들(을 제6, 8, 9호증)에서도, 이종 프라임-부스트 백신요법에서 보조제가 첨가된 프라
임 면역원성 조성물을 사용함으로써 향상된 교차-보호적 작용효과를 얻었다는 여러 실
험결과들이 공개된 바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이종 항원의 프
라임-부스트 백신 요법의 사용시 주지관용 기술인 수중유 에멀전을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에 첨가시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자명한 시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 을 제6호증(Mucosal Vaccines, 1996. 12. 공개)
표 2에서 정리된 것과 같이, H3N2 변이종 A/Fukuoka 또는 A/Sichuan 백신을 단독으로
1차 면역화하였을 때, A/Guizhou-X 바이러스로 소량 감염시킨 것에 대해서 교차 보호를 나
타내지 않았으나, 많은 용량으로 감염시켰을 때, 소량 교차보호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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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H3N2 종(A/Sichuan) 백신으로 2회째 접종하였을 때, 적은 용량으로 완전한 교차보호를
나타내었다. 더욱이 2회째 면역화는 많은 용량으로 감염시켜도 부분적 또는 완전한 교차보
호를 제공하였다. 표 2에서는 2회째 면역화한 후에 12주보다 장기간에 대해서도 높은 효율
이 제공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비강 내에서 국소 용량의 백신이 바이
러스 변이종에 대한 감염에 효과적인 교차보호를 제공한다는 것과 2회 투여가 단회 투여보
다 동일한 서브타입 내에서 변이 바이러스로 감염시켰을 때, 소량 또는 대량 모두에서 효과
적인 교차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효과적
인 독감의 비강 면역화는 인간에서 소량으로 적하 또는 분무로 2회 투여하였을 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428면 우측 칼럼 35행 내지 429면 좌측 칼럼 5행).
▸ 을 제8호증(Vaccine Vol. 25, 2007년 공개)
MF59가 포함된 인플루엔자 백신은 비병원성 균주로 접종한 후에, A/Hongkong/156/97,
A/Hongkong/213/03, A/Thailand/16/04, A/Vietnam/1203/04를 포함하여 이형으로 변형된 A/
H5N1 스트레인에 대한 교차반응을 포함하여 유행성 균주에 대한 보호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능을 보였다(6859면 우측 칼럼 17~22행 참조).
▸ 을 제9호증(Vaccine Vol. 23, 2005년 공개)
이 백신을 단독으로 또는 수중유 보조제인 MF59와 혼합해서 다양한 용량으로 접종하여
안전성, 내인성, 항체발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였다. 보조제가 포함되지
않은 제제의 결과는 3주마다 항원의 7.5, 15 또는 30ug을 포함하여 2번 접종한 결과에서 보
호 작용을 유도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MF59 보조제가 포함된 제제는 최소용량
인 7.5ug에서 1회 접종만으로도 충분히 보호 작용이 발현될 수 있는 항체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결과는 1차 면역된 개체에게 부여되는 대부분의 계절성 백신과 달리 매우 큰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결과는 면역학적으로 기초접종된 개체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계
절 백신과는 달리, 유행성 백신은 강력한 보조제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두 번의 복용량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5740면 좌측 칼럼 33~45행).
이러한 자료는 상기에서 제기된 첫 2개의 질문에 대한 잠재적인 답을 제공한다. 왜냐하
면, 그들은 단지 7.5ug의 항원을 포함하는, 보조제 첨가된 백신이 과거 8년 동안에 변형에도
불구하고 균주들 사이에서 교차보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주사용량은 줄이고,
교차- 보호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사항이 그림 3에 설명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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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용하면, 강한 보조제를 사용함으로써, 심지어 유행하는 균
주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바이러스 균주를 사용하더라도 예방 또는 대유행에 대해서 예비
적인 백신 전략으로서 매우 유용함을 보여준다(5740면 우측 칼럼 32~41행).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선행발명 2가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 내 보조제
인 수중유 에멀젼이 나중에 투여되는 부스트 면역원성 조성물의 신속성과 지속성에 어
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지침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선행발명 2의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에 수중유 에멀젼을 첨가할 아무런
동기가 존재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와 같이 수중유 에멀젼이 첨가된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이 사용되는 경우 수중유 에멀젼이 첨가되지 않은 프라임 면역
원성 조성물이 사용될 때보다 현저한 클레이드간 강화 효과(inter-clade enhancement
effects)가 나타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2에 비해 현저한 효과가 있어
그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면역학적 조성물)에 선행발명 2
(프라임-부스트 백신 요법)를 결합함에 있어 주지관용 기술(수중유 에멀젼을 면역학적
조성물에 첨가하는 것) 역시 쉽게 결합시킬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부스트 면역원성 조성물의 면역 반응 강화가 아닌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
자체의 면역 반응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에
주지관용 기술인 수중유 에멀젼 보조제를 첨가할 동기는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반드
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 내 보조제인 수중유 에멀젼이 부스트
면역원성 조성물의 신속성과 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이 제
공되어야만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에 위 보조제를 첨
가할 동기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또는 이종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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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트 백신요법에서 보조제를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에 첨가하여 향상된 교차-보호
적 작용효과를 얻었다는 내용의 선행기술문헌들이 존재하는 사정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및 주지관용 기술인 보조제 첨가를 결합한 것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면역 반응에 대한 구체적
실험 결과로서 표 1이 개시되어 있는 점, 선행발명 2에 서로 다른 클레이드의 H5N1
백신을 투여하여 이종 프라임-부스트 인플루엔자 백신요법을 시행한 결과, 사전에
H5N1 클레이드 3 백신을 투여하고, 8년 후 H5N1 클레이드 1 백신을 투여한 환자군의
투여 후 28일 째 HAI 항체 역가기하평균값(GMT)은 64.0%, 반응자 비율은 68%, ≥1:40
의 역가를 달성한 비율은 70%로서, 사전에 H5N1 클레이드 3 백신을 투여하지 않고 8
년 후 H5N1 클레이드 1 백신을 투여한 환자군에 비해 GMT는 4.8배, 반응자 비율은
약 3배, ≥1:40 역가 달성 비율은 2.9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때 프라임, 부
스트 접종시의 각 백신에 수중유 에멀젼 등의 보조제가 사용되지 않은 점은 앞서 양
발명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양 발명의 실험결과 중 새로운 상승 효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일부만을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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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부스트 투여시
클레이드

보조제

이 사건 제1항 발명

상이*

MF59 포함

선행발명 2

상이*

포함되지 않음

혈청전환 비율**

≥1:40 역가 달성
상승 비율**

9배, 5.4배, 1.7배*** 10배, 5.8배, 1.7배***
3배

2.9배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클레이드 0 → 1(또는 2) 순이고, 선행발명 2는 클레이드 3 → 1 순이며,
선행발명 2의 경우 부스트 백신은 프라임 백신 투여 후 28일째에 투여되었다.
** 프라임 투여되지 않은 환자군(G3) 대비 프라임 투여한 환자군(G1)의 비율이며, 혈청전환 비율은
선행발명 2의 반응자 비율과 동일한 의미이다.
*** 부스트 투여 후 15일, 22일, 43일에 측정한 값이다.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중유 에멀젼인
보조제 MF59를 사용한 백신이 이를 사용하지 않은 백신에 비해 약 9배 정도 향상된
면역 활성을 나타내는 실험결과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22면, 23 내지 25
행, 그림 5.3 참조).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사전에 클레
이드 0로부터의 백신을 투여받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부스트 면역원성 조성물의 투여
후 어느 특정 시점에서 9배의 혈청전환 비율과 및 10배의 역가 달성 비율이 상승한 결
과를 보였다 하더라도, 선행발명 2의 부스트 투여시점인 28일과 유사한 시점, 즉 22일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선행발명 2 대비 약 2배 정도 상승되었을 뿐이고(혈청전환 비
율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5.4배, 선행발명 2는 3배이고, 역가 달성 상승 비율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5.8배, 선행발명 2는 2.9배임), 43일째 측정된 결과 기준으로는 선
행발명 2의 효과보다 오히려 열등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2에 비해 매우 현저하거나 통상의 기술
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상승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곤란하다.
이는 MF59가 부여된 백신이 이를 사용하지 않은 백신에 비해 향상된 면역 활성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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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는 점 및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개시된 표 1의 실험결과가 프라임 면역원
성 조성물뿐만 아니라 부스트 면역원성 조성물에도 수중유 에멀젼이 첨가된 결과인 반
면, 선행발명 2에서의 각 프라임 및 부스트 면역원성 조성물에는 모두 보조제가 첨가
되지 않았던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라)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및 주지관용 기술인
수중유 에멀젼의 첨가를 용이하게 결합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결국 차이점 1, 2는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선행발명들 및 주지관용 기술로부터 용
이하게 극복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
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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