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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개발이 관심을 받는 요즈음 흥미삼아 바이러스 백신에 관한 특허출원 발

명을 진보성 흠결로 등록거절한 특허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첨부한 특허공개공보와 특

허법원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특허출원 발명의 개요  

 

발명의 명칭: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다수의 클레이드를 이용한 백신접종 

특허청구범위 제1항 –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1 클레이드로부터의 헤마글루티닌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로 면역화된 환자를 면역화하기 위한,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2 클레이드로부터의 헤마글루티닌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로서, 

제1 클레이드와 제2 클레이드는 서로 상이하고, 제1 클레이드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조성물은 수중유 에멀젼으로 보조제 첨가된, 면역원성 조성물 

 

 
 

 
 

2. 심사관 거절결정 및 심판원 거절결정 유지 심결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모든 청구항들은 선행발명 1과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결정. 이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

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

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따른 면역원성 조성물(‘부스트 면역원성 조성물’)은 선행발명 1과 

달리,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또 다른 클레이드로부터의 HA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

원성 조성물(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로 면역화된 환자를 면역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

고(차이점 1), 위와 같은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에 수중유 에멀젼이 보조제로 첨가되는 

반면(차이점 2), 선행발명 1에는 위 차이점 1, 2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2에, ‘유행병이 발생하기 전에 기초 접종(priming)을 하고 특정한 유행병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 1회량을 추가로 접종(boosting)하는 전략을 유행병 관리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전략의 모형화로서 실제 ‘인플루엔자 A/홍콩/156/1997(H5N1, 클

레이드 3) 백신을 2회량 투여받은 피험자들에게 8년이 지난 후 인플루엔자 A/베트남

/1203/2004(H5N1, 클레이드 1) 백신을 1회량 투여’하는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개

시되어 있다.  

 



따라서 차이점 1에 대응하는 구성, 즉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과 부스트 면역원성 조성

물에 각 포함되는 HA 항원이 서로 다른 클레이드로부터 유래된다는 구성은 선행발명 2

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다.  

 

한편, 면역원성 조성물에 보조제로 수중유 에멀젼이 첨가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

자에게는 주지관용의 기술이라 할 것이다. 

 

선행발명 1, 2의 구체적 기술 분야 및 목적, 선행발명 1의 구체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효과적인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백신의 제공이라는 선행발명 1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선행발명 1에도 구체적 실험예로 나와 있는 프라임-부스트 백신 용법의 일환

으로서, 그와 유사한 내용의 교차-보호적 작용효과를 갖되, 동일한 클레이드가 아닌 이종

(異種)의 클레이드로부터의 항원을 추가 접종하는 내용의 프라임-부스트 백신 용법 사용

에 관한 선행발명 2를 선행발명 1에 결합할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은 선행발명 1에 이

미 제시되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함에 있어서도 그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에 보

조제로서 수중유 에멀젼이 사용될 수 있음에 대한 암시, 동기 등이 선행발명 1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출원발명의 우선일 이전 여러 선행기술문헌들에서도, 이종 프라임-부스트 백신요

법에서 보조제가 첨가된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을 사용함으로써 향상된 교차-보호적 작

용효과를 얻었다는 여러 실험결과들이 공개된 바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의

하더라도, 이종 항원의 프라임-부스트 백신 요법의 사용시 주지관용 기술인 수중유 에멀

전을 프라임 면역원성 조성물에 첨가시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자명한 시도에 불

과하다 할 것이다. 

 

결국 차이점 1, 2는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선행발명들 및 주지관용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첨부: 1. 특허법원 2020. 7. 2. 선고 2019허7733 판결, 2. 특허공개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