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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1. 본 사건 탄원인(이  탄원인 )은 무  분쟁, 전염병, 의료 외 및 

연/인공재해  고통 는 사람들에게 긴  의료 호를 공 는 립 인 

인 주의 의료단체인 경 는의사 니다. 탄원인인 경 는의사 는 

2012 년 2 월 대한민 에 사무  설립 습니다.  해 다 경 는의사 는 

홍 , 뇌 염, 황열병 및 콜레  등과 같은 질환에 대처  만 명을 

대상으  예방 종을 실 니다.  아울러, 경 는의사 는 산부, 아 

및 아동을 대상으  한 의료 프 에  정기  예방 종을 실 니다. 

경 는의사 는 2015 년 한 해에만 중앙아프리카공 , 간다, 

에티오피아, 남 단, 및 리스 프 에  폐 균 신을 포 한 종 

면  의 품을 공 습니다. 

 

2. 스 렙 코커스 뉴 니 (Streptococcus pneumonia) 에 의한 폐 균 

감염은 전 계 으  장 큰 아동 사  원인으 , 년기 사 률의 

16 %를 차 며, 1  이러한 사 률의 대부분은 (LICs)와 

중간 (MICs)  불균형 으  부담 고 있습니다.  상당 의 

폐 균 사례  진단 기 고, 러 폐 균 균주  현재 이러한 

감염을 치료 기 위해 일반 으  사용되는 항생 에 내성을 게 

되 습니다.  이러한 에 , 상기 생명을 위협 는 감염을 예방 기 위한 

폐 균 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s, PCV) 예방 종은 

공중 건 선순위 과 니다.  이에, 2007 년 계 건기 (WHO)는 든 

 예방 종 프 램에 PCV 를 포 킬 것을 권고 고, 2012 년에는 

이용 능한 10  신(PCV10) 및 13  신(PCV13)을 

                                           
1 International Vaccine Access Center (IVAC),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2016). 

Pneumonia and Diarrhea Progress Report 2016: Reaching Goals through Action and Innovation. 

http://www.jhsph.edu/research/centers-and-institutes/ivac/resources/IVAC-2016-Pneumonia-Diarrhea-Progress-

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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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키고 이에 을 출 것을 권고 습니다.2   또한, WHO 글 벌 

신 실 계  (WHO Global Vaccine Action Plan, GVAP) 2011-2020 년 

및 폐  및 설사에 대한 통  글 벌 실 계  (GAPPD)에 는 든 

정부  폐 균 신 종을 위한 글 벌 표를 택 습니다. 3   

러나, 현재  PCV 신 장은 두 개의 공 체- 이 (Pfizer)사의 

PCV13(프리베나 13) 및 글 스미스클 인(GSK)사의 PCV10 

(Synflorix)-  으  의 품을 판 며, 전 계 으  한 

PCV 에 대한 근성을 크게 해 고 있습니다. 

 

3. PCV 는 장 고 의 신 중 나 , 개 상 의 건부  편  

예방 종 프 램에 PCV 를 포 키는 계 건기 (WHO)의 권고안을 

실 에 있   격이 일차 인 장벽으  용 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 , 인 주의 의료단체, 및 아이에게 폐  예방 종을 원 는 부 들 

 (  건 스템 에 는 PCV  포 되  않기 때문에) 격 

장벽에 면해 있습니다.  전 계 의  3 분의 1 이 본 의 품의 

격  측면에 대한 부담으  인해 PCV 를  못 습니다. 4  

엔아동기 (United Nation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 웹사이 의 (Supply Division)에  한 의 품의 양 및 

격 정 에 의 면, 기부  원을 을 격이 상실된 중간 들의 

PCV 격은 해당 , 품, 및 사의 격정 에 따  상대 으  

                                           
2 WHO Weekly Epidemiological Record (WER), 6 April 2012, No.14 2012, 87, 129-144, 

http://www.who.int/wer/2012/wer8714.pdf?ua=1 

 
3 Global Vaccine Action Plan (GVAP) 2011-2020, 

http://www.who.int/immunization/global_vaccine_action_plan/en/; Integrated Global Action Plan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Pneumonia and Diarrhoea (GAPPD), 

http://www.who.int/woman_child_accountability/news/gappd_2013/en/  

 
4 https://www.cdc.gov/mmwr/volumes/65/wr/mm6541a3.htm#F1_down;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78/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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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정되 습니다. 5   들이 정기  예방 종 프 램에 PCV 를 

고 체 으  PCV 달을 할  있기 위해 는 다 부담 

능한 격이 필요 니다.  만 해외 및 내 장에 의 경쟁 한이 

이러한 표 달성에 움으  용 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4. PCV 는 불필요한 감염을 예방 으 써 항생  사용을 줄이는 데에 

기 , 계 건에 장 큰 위협 중 나인 항생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의 증 를 는 중요한  연 되고 있습니다. 

2016 년 The Lancet 에 표된 연 에 따르면, PCV(및 헤 필러스 

인플루엔  타  b(Haemophilus influenza type b, Hib)  신, 예컨대 

5  신)의 편  을 통해 5  미만 아동의 항생  사용을 년 

47%까  감 할  있습니다. 6    정부  간한 항생  내성 관련 

고 ( The Review on Antimicrobial Resistance )는 PCV 와 같은 

신의 편  사용을 긴 히 진  항생  내성 증 에 즉  대처할 

것을 권고 고 있 , PCV 의 격을 낮춤으 써 근성을 개선 는 것이 

한 과 을 고 있습니다.7 

 

5. 단 두 개의 PCV 공 체 존재  PCV 격대  높게 형성된 결과 

경 는의사 와 같은 인 주의 단체를 포 한 신 에게는 이러한 

격이 장벽으  용 니다.  대한민 을 비롯한 러 장의 체들이 

                                           
5 UNCIEF Supply Division,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Supply and Demand Update. August 2016,  

https://www.unicef.org/supply/files/Pneumococcal_Conjugate_Vaccine_(PCV)_-_August_2016.pdf 

 
6 Laxminarayan R, Matsoso P, Pant S,  Brower C,  RøttingenJA,  Klugman K,  Davies S. 2016. Acce

ss to effective antimicrobials: a worldwide challenge. Lancet 387:168 175.doi:10.1016/S0140-6736(15)004

74-2 

 
7 Report of the Review on Antimicrobial Resistance, “Vaccines and Alternative Approaches: Reducing o

ur Dependences on Antimicrobials”, Chaired by Jim O’Neill, 2016, available at: https://amr-

review.org/sites/default/files/Vaccines%20and%20alternatives_v4_L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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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한 신을  장경쟁을 는 것이 개 상 의 의료 

공 들에게 필요한 의 품의 격을 낮 고, 다 많은 아이들을 치명 인 

폐 으 부터 호할  있는 중요한 방 니다. 

 

6. 신 격을 크게 낮 기 위한 경쟁의 중요성은 난 10 년간 고 게 

증되 습니다.  재  B 형 간염 신은 이의 훌륭한 예 니다.  대형 

다   사는 신을  이에 대한 높은 격을 

정 습니다.  1  투 량 당 23 달러 는 고 의 부담으 , 상기 

신은 개 상  대부분의 사람들과 의료 공 들에게 미치  못 던 중, 

허 장벽이 존재  않는 인 의 체  B 형 간염 신 개 에 

성공 고 이후 해당 의 품의 격은 1  투 량 당 1 달러 미만으  

습니다.  디프테리아, 일해, 파상풍, B 형 간염 및 Hib 의 생명을 

위협 는 다섯  질병을 예방 는 신들이 나에 포 된 5  신은, 

장경쟁이 신 격을 낮춰 생명을 는 신에 대한 근성을 높인 또 

다른 사례 니다.  2006 년에 UNICEF  한 5  신을 생산 는 

다  사는 두 개에 불과 고,  품의 격은 투 량 당 3.6 

달러 습니다.  계에  장 난한 들을 위해 5  신을 고 

있 던 신면 연 (GAVI, the Vaccine Alliance)의 인 요 

증  인해,  체들이 장에 진출 기 습니다.  

2016 년에 이르러 UNICEF 는 WHO 사전 격성평 를 친 한  체를 

포 한 섯 개의 신 체들 부터 5  신을 달, 기존 격 대비 

70% 인 된 투 량 당 1.15 달러의 낮은 격으  신을 할  

있 습니다. 8   이러한 경쟁에 의한 격 인 는 WHO 및 UNICEF 등과 

같은 기관을 통해 전 계 으  의 종을 능 게 고,  결과 많은 

생명을 할  있습니다. 

                                           
8 Ref. UNICEF Supply Division Vaccine Price Database, https://www.unicef.org/supply/files/DTP-HepB-

Hi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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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5 년 계 건총 (WHA)에  원 들은 신 격 정에 대한 

결의안 WHA 68.6 을 택 습니다. WHO 권장 신을 고  인해 

할  게 된 건당 의 사항에  비롯된 결의안은 경쟁을 

해 는  장벽을 해 해  할 필요성을 기술 니다. 상기 결의안은 

WHO 및  정부  이러한  장벽을 넘  PCV 와 같은 신규 신의 

격을 낮 는 경쟁을 진할 것을 니다.  상기 결의안은 대한민 을 

포 한 54 개 WHO 원 으 부터 압 인 를 얻 으며 궁 으  

든 원  정부에 의해 택되 습니다. 

 

8. 이에, 탄원인은 피고 와이 쓰 엘엘씨(이  ದ와이 쓰ಧ)의 대한민 허대한민 허대한민 허대한민 허    

1298053129805312980531298053 호호호호의 무효에 관한 허 원 사건번호 2015201520152015 허허허허 4613 4613 4613 4613 

등등등등 허허허허((((무효무효무효무효))))에 대  본 탄원 를 출 는 니다.  와이 쓰는 

2009 년 이 에 병되 고, 이후 이 는 전 계 으  PCV13 의 

공  되 습니다.  상기 허허허허    1298053129805312980531298053 호호호호  될 경 , 이 의 

PCV13 에 대한 한  체의 경쟁 신 출  연될 것이며, 오랜 

간 기다린 본 신의 출  연으  개 상  등에  아동의 생명을 

는 PCV 를 공 고 있는 공공 건의료 비스 공 들과 

경 는의사 를 비롯한 인 주의 단체들의  능한 의 품 공 을 

위한 격 인 에 필 건인 효과  장경쟁이 차단될 것 니다.  

 

9. 이에 탄원인은,  건에  년기 사 의 주요 원인인 폐 의 심 성과 

폐  신 장에  한  체와의 경쟁을 해 는 상기 허의 

향 을 다  고  니다.  이와 께, 상기 허  허 요건을 

충  못  무효되  는 사 에 대해 후술 겠습니다.  결론 으  

상기 허의 해당 청 항들이 무효 되기를 탄원 는 니다. 

 



- 7 - 

 

10. 이 사건 허 명 및 정정 명의 허청 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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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효사 의 다양한 근거를 고찰 기 전에, 탄원인은 이 사건 허 명이 

무 에 관한 것인 를 먼  살펴 겠습니다.  이 사건 허 명은 

스 렙 코커스 뉴 니  테리아(폐 균)에 의해 된 질병으 부터 

아, 린 아이들 및 성인을 호 기 위한 폐 균 신(PCV)에 

관한 것 니다.  PCV 는 잘 립된 신이고, 7  신으  장에  

통되는 것으 , 디프테리아(diphtheria) 단 질에 된 

스 렙 코커스 뉴 니  테리아의 7  혈청형(4, 6B, 9B, 14, 18C, 

19F 및 23F)의 포 협  당류(cell capsule sugars)를 니다.  10  

신   능 며, 이는 운반체 단 질에 된 폐 균의 10  

혈청형(1, 4, 5, 6B, 7F, 9B, 14, 18C, 19F 및 23F)을 포 한다는 것을 

의미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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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 사건 허 명은 디프테리아 운반체 단 질에 된 폐 균의 

13  혈청형(1, 3, 4, 5, 6A, 6B, 7F, 9B, 14, 18C, 19A, 19F 및 23F)을 

는 13  신에 관한 것 니다.  이 사건 허 명 에 기재된 

경기술은, 스 렙 코커스 뉴 니  전 계 으  아의 염, 

폐  및 러  침습성 질병의 주요 원인 을 사 고 있습니다.  이 

사건 허 명 의 경기술은 또한 폐 에 대한 신이 이미 이용 

능 고, 실 된 사에  침습성 폐 균 질병(Invasive Pneumococcal 

Disease, IPD)을 현 게 감 켰 만, 6A, 19A 와 같은 혈청형의 존재  

인해 생 는 정 감염이 전히 존재 고, 이러한 감염이 일반 으  

항생 에 대한 내성이 더 며, 이러한 혈청형을 치료 는 것 다는 

이러한 혈청형에 대해 면 을 게 는 것이 더 은 것으  이해된다고 

기재 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술은 혈청형 1, 3, 5, 6A, 7F 및 19A  

침습성 폐 균성 질환에 대해 높은 상대  부담감과 중요성을 므 , 

이들을 신에 첨  용 위를 증 킬  있다는 사실을 인 고 

있습니다. 

 

13. 이 사건 허 명은 7  혈청형 신에 이미 존재 는 4, 6B, 9V, 14, 

18C, 19F 및 23F 의 7  혈청형을 포 고, 1, 3, 5, 6A, 7F 및 19A 의 

6  혈청형을  포 는 다  면 원성 신에 관한 것 니다.  이 

사건 허 명은 또한 알루미늄 포스페이 와 같은 알루미늄계 쥬번 와 

께 운반체 단 질 CRM197 을 공 니다. 

 

14. 이 사건 허 명의 상 한 설명은 주기 으  되는 IPD 감  다양한 

에  감염을 일으키는 혈청형에 관한 정 를 안 고 공한다는 것을 

명 게 설명 고 있습니다.  4, 6B, 9V, 14, 18C, 19F, 23F 와 같은 

혈청형을 포 키는 것과, 혈청형 1, 3, 5, 7A 및 혈청형 6A 및 19A, 6B 

및 19F 를 포 키는 것은 두 쉽게 할  있는 IPD 사 데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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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것이 습니다. 

 

15. 이 사건 허 명 는 협  다당류  일반 인 기술  될  있고, 

으  활성 될  있으며, 활성  선 기술에  이미 설명된 

통상 인 단에 의해 운반체 단 질에 될  있음을 사 고 

있습니다.  운반체 단 질 CRM197  공 된 것으  인정되고, 

선 기술에  이미 설명되고 잘 립된 방 에 의해 재 으  될 

 있습니다. 

 

16. 사건 허출원 명 는 또한 신이 선 기술에  인정 는 방 에 의해 

될  있음을 개 고 있습니다.  이 사건 허 명의 성물은 

쥬번 를 포 고, 사용 기에 한 다양한 쥬번 는 이 사건 허 

명 에 설명된 와 같이 선 기술에  립되는 것으  인정됩니다. 

 

17. 또한, 신의 투 량  7  혈청형을 포 며, 이미 잘 정립된 판 

신과 사 다고 인정됩니다.  이 사건 허 명 는 혈청형 1, CRM197 

체, 혈청형 3, 혈청형 5, 6A, 7F, 19A 및 이들의 체의 를 

언 는 정 실 예를 공 며, 신의 형 및 면  원성  실 예에  

설명 고 있습니다.  실 예는 또한 13  폐 균 신이 3  다당류 

단  또는 비 된 CRM197 에  관찰된 것 다 더 높은 혈청 IgG  및 

전반 으  다 큰 기능  항체 활성을 생성 을 개 고 있습니다. 

 

18. 본 탄원 는 이 사건 무효심판 단계에 의 정정 전 총 19 개 청 항 및 

정정 후 총 19 개 청 항에 근거 고 있으며, 탄원인은 이 사건 진  중에 

외 정정심판 및 정정무효심판의 결과에 따  청 항이 다  정되는 

경  의 탄원 를 출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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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 사건 허 명의 주된 청 항(청 항 1)은 생리 으  허용되는 

비히클과 께, 13 개의 다른 다당류-단 질 체를 포 고, 이때 

의 체  CRM197 운반체 단 질에 된 상이한 혈청형의 

스 렙 코커스 뉴 니 (Streptococcus pneumoniae) 래의 협  

다당류(capsular polysaccharide)를 포 며 상기 협  다당류  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및 23F 부터 되는, 다  

면 원성 성물에 관한 것 니다. 

 

이 사건 정정 후 청 항 1 은 생리 으  허용되는 비히클과 께, 

13 개의 다른 다당류-단 질 체를 포 고, 이때 의 체  

CRM197 운반체 단 질에 된 상이한 혈청형의 스 렙 코커스 

뉴 니 (Streptococcus pneumoniae) 래의 협  다당류(capsular 

polysaccharide)를 포 며 상기 협  다당류  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및 23F 부터 되는, 폐 균 신으  

사용 기 위한 13  면 원성 성물에 관한 것 니다. 

 

청 항 2 내  5 는 면 원성 성물이 알루미늄계 쥬번 , 람 게는 

알루미늄 포스페이 를 포 는 것을 기재 고 있습니다. 

 

청 항 6 은 1 항 내  5 항 중 느 한 항에 따른 면 원성 성물의 

면  효량을 포 는, 스 렙 코커스 뉴 니  협  다당류 

체에 대한 면  반응을 기 위한 성물에 관한 것 니다. 

 

청 항 7 은 면 원성 성물이, 2 ㎍ 의  당류, 단 6B 는 4 ㎍;  

29 ㎍의 CRM197 운반체 단 질; 0.125mg 의 알루미늄 원 (0.5mg 

알루미늄 포스페이 ) 쥬번 ; 및 부형  염 나 륨 및 나 륨 

네이  완충 을  형 된 단일 0.5mL 용량인 성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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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고 있습니다. 

 

청 항 8 내  12 는 1 항 내  5 항 중 느 한 항에 있 , 

스 렙 코커스 뉴 니  이외의 균 감염에 의해 된 중이염에 대해 

사용 기 위한 나 이상의 항원을  포 는 다  면 원성 성물; 

스 렙 코커스 뉴 니  이외의 균이 분류될  는 헤 필러스 

인플루엔 (Haemophilus influenza), 셀  카타랄리스(Moraxella 

catarrhalis) 및 알 이오코커스 오티티디스(Alloiococcus otitidis)  

이루 진 룹으 부터 선택되는 다  면 원성 성물; 나 이상의 

스 렙 코커스 뉴 니  단 질을  포 는 다  면 원성 성물; 

나 이상의 나이 리아 메닌 티디스(Neisseria meningitidis) 타  B 

단 질을  포 는 다  면 원성 성물; 및 신으  사용 기 

위한 다  면 원성 성물을 기재 고 있습니다. 

 

청 항 13 은 신으  사용 기 위한 CRM197 에 개별 으  된 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및 23F 의 폐 균 협  

다당류의 멸균 체 형에 관한 것 니다. 

 

청 항 14 는 13 항에 있 , 0.5mL 용량 이 2 ㎍의  당류, 단 

6B 는 4 ㎍;  29 ㎍ CRM197 운반체 단 질; 0.125mg 의 알루미늄 

원 (0.5mg 알루미늄 포스페이 ) 쥬번 ; 및 부형  염 나 륨 및 

나 륨 네이  완충 을 포  형 된 멸균 체 형을 

기재 고 있습니다. 

 

청 항 15 내  19는 7항에 있 , 스 렙 코커스 뉴 니  이외의 

균 감염에 의해 된 중이염에 대해 사용 기 위한 나 이상의 항원을 

 포 는 다  면 원성 성물; 스 렙 코커스 뉴 니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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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이 분류될  는 헤 필러스 인플루엔 (Haemophilus influenza), 

셀  카타랄리스(Moraxella catarrhalis) 및 알 이오코커스 

오티티디스(Alloiococcus otitidis)  이루 진 룹으 부터 선택되는 다  

면 원성 성물; 나 이상의 스 렙 코커스 뉴 니  단 질을  

포 는 다  면 원성 성물; 나 이상의 나이 리아 

메닌 티디스(Neisseria meningitidis) 타  B 단 질을  포 는 

다  면 원성 성물; 및 신으  사용 기 위한 다  면 원성 성물을 

기재 고 있습니다. 

 

20. 이에, 탄원인은 상기 허  아래에 열거된 이 에 근거  무효되  

을 탄원 니다. 

 

 

II. 무효사유 1... 허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 신규성 상실 

 

청 항 1-19에 기재된 이 사건 허 명은 신규성이 는 명을 포 며 

따  허  29 1항 2호의 규정에 의해 허 을  습니다.  

이 사건 허 명의 든 청 항은 신규  않고, 이 사 만으  무효되

 니다. 

 

이 사건 허 명은 전 계에  아 및 아에게 염, 폐  및 심 한 

침습성 질환을 일으키는 스 렙 코커스 뉴 니  테리아에 대한 신으

 사용되는 다  폐 균 다당류-단 질 체 성물에 관한 것 니다.  

스 렙 코커스 뉴 니 의 면  호 결정인 는 협  다당류이고, 면

 성에 따  다양한 혈청형을 분류 는 것이 능 니다.  스 렙 코커

스 뉴 니 에 의해 된 질병 및/또는 감염은 다양한 정부, 기  및 

비정부기 에 의해 밀 게 되며, 상이한 들의 다양한 혈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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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관련  병 연  능 니다. 

 

따  다양한 의 혈청형과  병률에 대한 은 이미 이용 능

며,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허 명  내에  출원인이 인정한 것 니다. 

 

신은, 에 대한 반응이 되고 피험  의의 신에 대해 람 한 

면  반응 또는 T 포 반응을 생성 으 써 반응할 때에만 더 효과 이

는 것이 사 으  잘 알 져 있습니다.  전통 으 , 폐 균 다당류는 

원 는 반응을 이끌 낼  습니다.  이러한 문 는 다당류 잔기를 해

된 테리아  단 질에 킴으 써 되 으며, 이는 피험  내에

 원 는 반응을 공 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7  신으  판되는 

다  신 프리베나®(Prevenar®)에  이미 사용되 습니다. 

 

이 사건 허 명은 선 기술의 병 연 부터 이미 할  있는 

인 6  혈청형 1, 3, 5, 6A, 7F 및 19A를 단순히 첨 한 것에 나

 않습니다.  이러한 균 체의 13  신 및 상기한 용량(투 량)의 

는 이 사건 허 명의 선일 이전에 능한 것이 으며, 선 기술

에 개 된 것 니다. 

 

1.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한 신규성 상실 

 

이 사건 허 명의 청 항 1-19는 두 글  스미스 클 인

(GlaxoSmithKline)의 WO 2003/051392 (이  비교대상 명 1 이 고 

며, 명 료 1호  출 니다)에 개 된 것 니다. 

 

비교대상 명 1은 향상된 스 렙 코커스 뉴 니  신에 관한 것 니다.  

비교대상 명 1은 또한 다른 다당류 체에 대한 면  반응에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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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거나 절할  있는 1개의 혈청형의 다양한 다당류 체에 대한 절

한 선별에 의한, 스 렙 코커스 뉴 니  다당류 신의 다중 혈청형의 최

의 형에 관한 것 니다. 

 

신의 일부를 형성할  있는 다양한 혈청형, 운반체 단 질 및 형이 

두 비교대상 명 1에 개  및 설명되  있습니다.  이는 기 [표 1]을 통

해 명 게 설명될  있습니다. 

 

[표 1] 

 

이 사건 허발명 비교대상발명 1 비고 

1. 생리 으  허용되는 비히클과 께, 

13개의 다른 다당류-단백질 접 체를 

포 고, 이때 의 접 체  CRM197 

운반체 단백질에 접 된 상이한 혈청형의 

스 렙 코커스 뉴모니 (Streptococcus 

pneumoniae) 유래의 협막 

다당류(capsular polysaccharide)를 

포 며 상기 협막 다당류  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및 

23F 부터 제조되는, 다  면 원성 

조성물. 

 

정정 후 청구항 1. 

생리 으  허용되는 비히클과 께, 

13개의 다른 다당류-단백질 접 체를 

포 고, 이때 의 접 체  CRM197 

운반체 단백질에 접 된 상이한 혈청형의 

스 렙 코커스 뉴모니 (Streptococcus 

pneumoniae) 유래의 협막 

다당류(capsular polysaccharide)를 

포 며 상기 협막 다당류  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및 

다  폐렴구균 백신은 기 혈청형 1, 2, 

3, 4, 5, 6B, 7F, 8, 9N, 9V, 10A, 11A, 12F, 

14, 15B, 17F, 18C, 19A, 19F, 20, 22F, 23F 

및 33F 중에  선 된다.... 13  

아(유아) 백신은 또한 혈청형 6A 및 

19A를 포 할 수 있는 반면, 13가 

중장년층 백신은 혈청형 8 및 12F를 

포 할 수 있다. (5면, 12-18행) 

 

제1 운반 단백질은 구체 인 실시양 에 

제한될 필요는 없 만, DT (디프테리아 

)… 등의 단백질 또는 이의 분획을 

포 할 수 있다. 바람 게는, DT, TT 

또는 CRM197이다. (4면, 25-30행). 

 

본 발명의 백신은 용  또는 동결건조된 

상  장될 수 있다. 

이 사건 정정 전 및 

정정 후 허발명의 

모든 필수 구성요 는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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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F 부터 제조되는, 폐렴구균 백신으  

사용 기 위한 13  면 원성 조성물. 

2. 제1항에 있어 , 쥬번 를 추  

포 는 면 원성 조성물. 

바람 게는 당해 백신을 알루미늄 

염에 흡착시킨다. 

알루미늄계 

쥬번 의 사용이 

개시되어 있음. 3. 제2항에 있어 , 쥬번  

알루미늄계 쥬번 인 면 원성 조성물. 

4. 제3항에 있어 , 쥬번  알루미늄 

포스페이 , 알루미늄 설페이  및 

알루미늄 이드 사이드  이루어진 

그룹으 부터 선 되는 면 원성 조성물. 

5. 제4항에 있어 , 쥬번  알루미늄 

포스페이 인 면 원성 조성물. 

6. 제1항 내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면 원성 조성물의 면  

유효량을 포 는, 스 렙 코커스 

뉴모니  협막 다당류 접 체에 대한 

면  반응을 유 기 위한 조성물. 

또 다른 예에 ,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백신의 안전 고 유효한 양을 

투 으 써 영아(0-2 )에  ( 호) 

면  반응을 유 는 향상된 방 이다. 

(6면, 25-30행) 

이 사건 허발명의 

모든 필수 구성요 는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음. 

7. 제6항에 있어 , 면 원성 조성물이, 

2㎍의  당류, 단 6B는 4㎍;  29㎍ 

CRM197 운반체 단백질; 0.125mg의 

알루미늄 원 (0.5mg 알루미늄 

포스페이 ) 쥬번 ; 및 부형제  

염화나 륨 및 나 륨 시네이  

완충 을 유  제형화된 단일 

0.5mL 용량인 조성물. 

당류의 위는 표 2에 기재되어 있는데, 

몇몇 운반체는 2 µg 내  3 µg의 위일 

수 있고, 6B의 경  5 µg 내  10 µg의 

위일 수 있는 것으  기재되어 있다.  

운반체 단백질의 위는 10 µg 내  42 

µg인 것으  제공된다. 알루미늄 량은 

0.16 mg. 내  0.32 mg인 것으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허발명의 

위는 비교대상발명 

1의 위에 한다. 

8. 제1항 내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 , 스 렙 코커스 뉴모니  이외의 

균 감염에 의해 유발된 중이염에 대해 

사용 기 위한 나 이상의 항원을 

추  포 는 다  면 원성 조성물. 

나 이상의 모락  

카타랄리스(Moraxella catarrhalis) 

단백질 항원을 제 백신에 포 시킬 

수 있다.  따  본 발명은 영아에  

중이염에 대한 ( 호) 면  반응을 

유 는 향상된 방 이다. (7면, 1-7행) 

 

본 발명은 또한, 본 발명의 

스 렙 코커스 뉴모니  접 제 

조성물에 폐렴구균 단 질을 첨가 는 

것에 의해, 영아의 폐렴구균 감염(예, 

중이염)의 예방 또는 개선용 향상된 

이 사건 허발명의 

모든 필수 구성요 는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음. 

9. 제8항에 있어 , 스 렙 코커스 

뉴모니  이외의 균이 분류될 수 없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Haemophilus 

influenza), 모 셀  카 랄리스(Moraxella 

catarrhalis) 및 알 이오코커스 

오티티디스(Alloiococcus otitidis)  

이루어진 그룹으 부터 선 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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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원성 조성물. 신을 제공한다. (6면, 31-33행) 

10. 제1항 내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 , 나 이상의 스 렙 코커스 

뉴모니  단백질을 추  포 는 다  

면 원성 조성물. 

11. 제1항 내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 , 나 이상의 나이 리아 

메닌 티디스(Neisseria meningitidis) 입 

B 단백질을 추  포 는 다  

면 원성 조성물. 

12. 제1항 내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 , 백신으  사용 기 위한 다  

면 원성 조성물. 

13. 백신으  사용 기 위한 CRM197에 

개별 으  접 된 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및 23F의 

폐렴구균 협막 다당류의 멸균 체 제형. 

다  폐렴구균 백신은 기 혈청형 1, 2, 

3, 4, 5, 6B, 7F, 8, 9N, 9V, 10A, 11A, 12F, 

14, 15B, 17F, 18C, 19A, 19F, 20, 22F, 23F 

및 33F 중에  선 된다.... 13  

아(유아) 백신은 또한 혈청형 6A 및 

19A를 포 할 수 있는 반면, 13가 

중장년층 백신은 혈청형 8 및 12F를 

포 할 수 있다. (5면, 12-18행) 

 

제1 운반 단백질은 구체 인 실시양 에 

제한될 필요는 없 만, DT (디프테리아 

)… 등의 단백질 또는 이의 분획을 

포 할 수 있다. 바람 게는, DT, TT 

또는 CRM197이다. (4면, 25-30행). 

 

본 발명의 백신은 용  또는 동결건조된 

상  장될 수 있다. 

이 사건 허발명의 

모든 필수 구성요 는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음. 

14. 제13항에 있어 , 0.5mL 용량 이 

2㎍의  당류, 단 6B는 4㎍;  29㎍ 

CRM197 운반체 단백질; 0.125mg의 

알루미늄 원 (0.5mg 알루미늄 

포스페이 ) 쥬번 ; 및 부형제  

염화나 륨 및 나 륨 시네이  

완충 을 포  제형화된 멸균 체 

당류의 위는 표 2에 기재되어 있는데, 

몇몇 운반체는 2 µg 내  3 µg의 위일 

수 있고, 6B의 경  5 µg 내  10 µg의 

위일 수 있는 것으  기재되어 있다.  

운반체 단백질의 위는 10 µg 내  42 

µg인 것으  제공된다. 알루미늄 량은 

0.16 mg. 내  0.32 mg인 것으  

이 사건 허발명의 

위는 비교대상발명 

1의 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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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 기재되어 있다. 

15. 제7항에 있어 , 스 렙 코커스 

뉴모니  이외의 균 감염에 의해 

유발된 중이염에 대해 사용 기 위한 

나 이상의 항원을 추  포 는 

조성물. 

나 이상의 모락  

카타랄리스(Moraxella catarrhalis) 

단백질 항원을 제 백신에 포 시킬 

수 있다.  따  본 발명은 영아에  

중이염에 대한 ( 호) 면  반응을 

유 는 향상된 방 이다. (7면, 1-7행) 

 

본 발명은 또한, 본 발명의 

스 렙 코커스 뉴모니  접 제 

조성물에 폐렴구균 단 질을 첨가 는 

것에 의해, 영아의 폐렴구균 감염(예, 

중이염)의 예방 또는 개선용 향상된 

신을 제공한다. (6면, 31-33행) 

이 사건 허발명의 

모든 필수 구성요 는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음. 

16. 제15항에 있어 , 스 렙 코커스 

뉴모니  이외의 균이 분류될 수 없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Haemophilus 

influenza), 모 셀  카 랄리스(Moraxella 

catarrhalis) 및 알 이오코커스 

오티티디스(Alloiococcus otitidis)  

이루어진 그룹으 부터 선 되는 조성물. 

17. 제7항에 있어 , 나 이상의 

스 렙 코커스 뉴모니  단백질을 

추  포 는 조성물. 

18. 제7항에 있어 , 나 이상의 

나이 리아 메닌 티디스(Neisseria 

meningitidis) 입 B 단백질을 추  

포 는 조성물. 

19. 제7항에 있어 , 백신으  사용 기 

위한 조성물. 

 

상기 [표 1] 부터, 이 사건 허 명의 청 위에 기재된 것과 사한 

성물이 비교대상 명 1에 이미 기재되  있음을 알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허 명의 든 청 항 명이 비교대상 명 1에 완전히 개 되  있

음을 알  있습니다.  따 , 이 사건 허 명의 든 청 항 1-19는 비

교대상 명 1에 개 된 것이므 , 신규성 상실에 의해 무효되  니다. 

 

2.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한 신규성 상실 

 

다르게는, 상기 내용에 향을 미치  않고, 이 사건 허 명의 든 청

항 1-19는 또한 글  스미스 클 인(GlaxoSmithKline)의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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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6359 (이  비교대상 명 2 고 며, 명 료 2호  출

니다)에 개 된 것 니다. 

 

비교대상 명 2는 스 렙 코커스 뉴 니 부터 된 단 질 항원을 포

는 균성 다당류 항원에 관한 것 니다. 

 

상기 다당류는 다양한 혈청형으 부터 될  있고 신의 일부를 이룰 

 있으며, 상기 혈청형, 담체 단 질 및 는 두 비교대상 명 2에 개

 및 설명되  있습니다.  이는 기 [표 2]을 통해 명 게 설명될  있

습니다. 

 

[표 2] 

 

이 사건 허발명 비교대상발명 2 비고 

1. 생리 으  허용되는 비히클과 께, 

13개의 다른 다당류-단백질 접 체를 

포 고, 이때 의 접 체  CRM197 

운반체 단백질에 접 된 상이한 혈청형의 

스 렙 코커스 뉴모니 (Streptococcus 

pneumoniae) 유래의 협막 

다당류(capsular polysaccharide)를 

포 며 상기 협막 다당류  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및 

23F 부터 제조되는, 다  면 원성 

조성물. 

 

정정 후 청구항 1. 

생리 으  허용되는 비히클과 께, 

13개의 다른 다당류-단백질 접 체를 

포 고, 이때 의 접 체  CRM197 

운반체 단백질에 접 된 상이한 혈청형의 

전형 으  본 발명의 스 렙토코커스 

뉴모니  신은 다당류 

항원( 람 하게는 된)을 포 할 

것이며, 기  다당류는 4종 이상의 

폐렴구균의 혈청형으 부터 유 된다. 

더  바람 게는, 11종 이상의 

혈청형이 조성물 내에 포 되며, 예컨대, 

나의 구체예에  조성물은 혈청형 1, 

3, 4, 5, 6B, 7F, 9V, 14, 18C, 19F 및 23F 

(바람 게는 접 된) 부터 유 된 

협막 다당류를 포 한다. 본 발명의 

바람 한 구체예에 는, 적어도 13종의 

다당류 항원( 람 하게는 된)이 

포 된다…반면, 소아 또는 유아를 

위해 는( 기 는 중이염이 

관심대상이다) 혈청형 6A 및 

19A가 13가 신을 형성하기 위해 

이 사건 정정 전 및 

정정 후 허발명의 

모든 필수 구성요 는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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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렙 코커스 뉴모니 (Streptococcus 

pneumoniae) 유래의 협막 

다당류(capsular polysaccharide)를 

포 며 상기 협막 다당류  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및 

23F 부터 제조되는, 폐렴구균 백신으  

사용 기 위한 13  면 원성 조성물. 

장 적으로 포 된다. (11면, 20행 내  

12면, 8행). 

… 다당류는 방관자 헬퍼 T- 포를 

제공 는 단 질 운반체에 될 수 

있다. 그러므 , 본 발명에  사용된 

다당류는 상기 단백질 운반체에 

결 되는 것이 바람 다. 다당류 

면 원의 생성을 위해 현재 편 으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캐리어의 예에는 

디프테리아 및 파상풍 이드(  DT, 

DT CRM197 및 TT), 키홀 림펫 

헤모시아닌(KLH), 수막염균(Neisseria 

meningitidis)으 부터의 OMPC 및 

튜버큘린의 정제된 단백질 

유 체(PPD)  포 된다. (14면, 14-20행) 

2. 제1항에 있어 , 쥬번 를 추  

포 는 면 원성 조성물. 

본 발명의 신은 람 하게는 

쥬번 화된다. 절한 쥬번 에는 

수산화알루미늄 겔(명반) 또는 알루미늄 

포스페이 와 같은 알루미늄 염이 

포 되 만, 또한 칼슘, 철 또는 아연의 

염일 수 있거나, 또는 불용성 현 물…. 

(15면, 4-8행) 

알루미늄계 

쥬번 의 사용이 

개시되어 있음. 3. 제2항에 있어 , 쥬번  

알루미늄계 쥬번 인 면 원성 조성물. 

4. 제3항에 있어 , 쥬번  알루미늄 

포스페이 , 알루미늄 설페이  및 

알루미늄 이드 사이드  이루어진 

그룹으 부터 선 되는 면 원성 조성물. 

5. 제4항에 있어 , 쥬번  알루미늄 

포스페이 인 면 원성 조성물. 

6. 제1항 내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면 원성 조성물의 면  

유효량을 포 는, 스 렙 코커스 

뉴모니  협막 다당류 접 체에 대한 

면  반응을 유 기 위한 조성물. 

본 발명의 추 의 실시 양 는 의 에  

사용 기 위한 상기 항원 조성물의 제공; 

안전 고 유효한 양의 상기 항원 조성물 

중 나를 환자에게 투 는 단계를 

포 는, 스 렙토코커스 뉴모니  협막 

다당류 체에 대한 면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 및 폐렴구균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용 제의 제조에 

있어 의 상기 항원 성 조성물 중 

나의 용 를 포 한다. (21면, 18-24행) 

이 사건 허발명의 

모든 필수 구성요 는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음. 

7. 제6항에 있어 , 면 원성 조성물이, 

2㎍의  당류, 단 6B는 4㎍;  29㎍ 

백신중의 단백질 항원의 량은 

전형 으  1 내  100 ㎍, 

이 사건 허발명의 

위는 비교대상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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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197 운반체 단백질; 0.125mg의 

알루미늄 원 (0.5mg 알루미늄 

포스페이 ) 쥬번 ; 및 부형제  

염화나 륨 및 나 륨 시네이  

완충 을 유  제형화된 단일 

0.5mL 용량인 조성물. 

바람 게는 5 내  50 ㎍, 장 

전형 으 는 5 내  25 ㎍일 것이다. 

(18면, 17-18행) 

 

투 량 당 첨 되는 알루미늄-기재 

쥬번 의 양은 바람 게는 50 ㎍ 

미만, 더  바람 게는 30 ㎍ 미만, 

더  바람 게는 10 ㎍ 미만이어  

며…. (19면, 14-17행) 

2의 위에 한다. 

8. 제1항 내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 , 스 렙 코커스 뉴모니  이외의 

균 감염에 의해 유발된 중이염에 대해 

사용 기 위한 나 이상의 항원을 

추  포 는 다  면 원성 조성물. 

그러한 백신은 유아 또는 유아와 같은 

집단의 다른 고위험군에  폐렴구균 

감염 (예를 들어, 중이염)을 치료 는데 

유용할 것으  예상된다. (11면, 14-16행) 

 

결 된 신은 또한 B 형 간염 표면 

항원 (HBsAg), 폴리오 바이러스 항원 

(예: 불활화 3  폴리오 바이러스 -IPV), 

모락  카타랄리스(Moraxella 

catarrhalis) 외막 단백질, 분류될 수 

없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Haemophilus influenza) 단 질, 

나이세리아 메닌 티디스(Neisseria 

meningitidis) 타입 B 외막 단백질과 

같은 다른 항원을 포 한다. (26면, 4-

8행) 

이 사건 허발명의 

모든 필수 구성요 는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음. 

9. 제8항에 있어 , 스 렙 코커스 

뉴모니  이외의 균이 분류될 수 없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Haemophilus 

influenza), 모 셀  카 랄리스(Moraxella 

catarrhalis) 및 알 이오코커스 

오티티디스(Alloiococcus otitidis)  

이루어진 그룹으 부터 선 되는 다  

면 원성 조성물. 

10. 제1항 내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 , 나 이상의 스 렙 코커스 

뉴모니  단백질을 추  포 는 다  

면 원성 조성물. 

11. 제1항 내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 , 나 이상의 나이 리아 

메닌 티디스(Neisseria meningitidis) 입 

B 단백질을 추  포 는 다  

면 원성 조성물. 

12. 제1항 내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 , 백신으  사용 기 위한 다  

면 원성 조성물. 

13. 백신으  사용 기 위한 CRM197에 

개별 으  접 된 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및 23F의 

전형 으  본 발명의 스 렙토코커스 

뉴모니  신은 다당류 

항원( 람 하게는 된)을 포 할 

이 사건 허발명의 

모든 필수 구성요 는 

비교대상발명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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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구균 협막 다당류의 멸균 체 제형. 것이며, 기  다당류는 4종 이상의 

폐렴구균의 혈청형으 부터 유 된다. 

더  바람 게는, 11종 이상의 

혈청형이 조성물 내에 포 되며, 예컨대, 

나의 구체예에  조성물은 혈청형 1, 

3, 4, 5, 6B, 7F, 9V, 14, 18C, 19F 및 23F 

(바람 게는 접 된) 부터 유 된 

협막 다당류를 포 한다. 본 발명의 

바람 한 구체예에 는, 적어도 13종의 

다당류 항원( 람 하게는 된)이 

포 된다…반면, 소아 또는 유아를 

위해 는( 기 는 중이염이 

관심대상이다) 혈청형 6A 및 

19A가 13가 신을 형성하기 위해 

장 적으로 포 된다. (11면, 20행 내  

12면, 8행). 

… 다당류는 방관자 헬퍼 T- 포를 

제공 는 단 질 운반체에 될 수 

있다. 그러므 , 본 발명에  사용된 

다당류는 상기 단백질 운반체에 

결 되는 것이 바람 다. 다당류 

면 원의 생성을 위해 현재 편 으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캐리어의 예에는 

디프테리아 및 파상풍 이드(  DT, 

DT CRM197 및 TT), 키홀 림펫 

헤모시아닌(KLH), 수막염균(Neisseria 

meningitidis)으 부터의 OMPC 및 

튜버큘린의 정제된 단백질 

유 체(PPD)  포 된다. (14면, 14-20행) 

 

다당류는 물 또는 식염수에 용화된다. 

CDAP는 아  니 릴에 용해되고 

다당류 용 에 즉시 첨 된다. 

(23면, 28-29행) 

개시되어 있음. 

14. 제13항에 있어 , 0.5mL 용량 이 

2㎍의  당류, 단 6B는 4㎍;  29㎍ 

CRM197 운반체 단백질; 0.125mg의 

알루미늄 원 (0.5mg 알루미늄 

백신중의 단백질 항원의 량은 

전형 으  1 내  100 ㎍, 

바람 게는 5 내  50 ㎍, 장 

전형 으 는 5 내  25 ㎍일 것이다. 

이 사건 허발명의 

위는 비교대상발명 

2의 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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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페이 ) 쥬번 ; 및 부형제  

염화나 륨 및 나 륨 시네이  

완충 을 포  제형화된 멸균 체 

제형. 

(18면, 17-18행) 

 

투 량 당 첨 되는 알루미늄-기재 

쥬번 의 양은 바람 게는 50 ㎍ 

미만, 더  바람 게는 30 ㎍ 미만, 

더  바람 게는 10 ㎍ 미만이어  

며…. (19면, 14-17행) 

15. 제7항에 있어 , 스 렙 코커스 

뉴모니  이외의 균 감염에 의해 

유발된 중이염에 대해 사용 기 위한 

나 이상의 항원을 추  포 는 

조성물. 

그러한 백신은 유아 또는 유아와 같은 

집단의 다른 고위험군에  폐렴구균 

감염 (예를 들어, 중이염)을 치료 는데 

유용할 것으  예상된다. (11면, 14-16행) 

 

결 된 신은 또한 B 형 간염 표면 

항원 (HBsAg), 폴리오 바이러스 항원 

(예: 불활화 3  폴리오 바이러스 -IPV), 

모락  카타랄리스(Moraxella 

catarrhalis) 외막 단백질, 분류될 수 

없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Haemophilus influenza) 단 질, 

나이세리아 메닌 티디스(Neisseria 

meningitidis) 타입 B 외막 단백질과 

같은 다른 항원을 포 한다. (26면, 4-

8행) 

이 사건 허발명의 

모든 필수 구성요 는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음. 

16. 제15항에 있어 , 스 렙 코커스 

뉴모니  이외의 균이 분류될 수 없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Haemophilus 

influenza), 모 셀  카 랄리스(Moraxella 

catarrhalis) 및 알 이오코커스 

오티티디스(Alloiococcus otitidis)  

이루어진 그룹으 부터 선 되는 조성물. 

17. 제7항에 있어 , 나 이상의 

스 렙 코커스 뉴모니  단백질을 

추  포 는 조성물. 

18. 제7항에 있어 , 나 이상의 

나이 리아 메닌 티디스(Neisseria 

meningitidis) 입 B 단백질을 추  

포 는 조성물. 

19. 제7항에 있어 , 백신으  사용 기 

위한 조성물. 

 

상기 [표 2] 부터, 이 사건 허 명의 청 위에 기재된 것과 사한 

성물이 비교대상 명 2 이미 기재되  있음을 알  있습니다.  또한 이 사

건 허 명의 든 청 항 명이 비교대상 명 2에 완전히 개 되  있음

을 알  있습니다.  따 , 이 사건 허 명의 든 청 항 1-19는 비교

대상 명 2에 개 된 것이므 , 신규성 상실에 의해 무효되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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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무효사유 2... 허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 진보성 결  

 

이 사건 허 명의 든 청 항의 명은 상기 II 항 에  언 된 비교대

상 명에 공 된 내용으 부터 용이 게 출될  있고 따  진 성이 

인정되  않음이 명 니다. 

 

청 항 1-19의 든 측면은 선 기술의 개 사항으 부터 명 고 떠한 

진 성   않으며, 이러한 이 만으  무효되  니다. 

 

이 사건 허 명은 전 계의 아 및 아들에게 투 될  있는, 다  폐

균 다당류-단 질 체에 대한 것 니다.  아 및 아동은 대부분의 

폐 균 다당류에 잘 반응  않으므 , 다당류 이 티들(moieties)을 

성을 앤 균성  단 질에 으  는 것이 필요 니다. 

 

면 원성 다당류 단 질 체는 1980년대 에 알 진  있으며, 이를 

이용한 신은 인간 아를 감염으 부터 신 기 위해 사용되  왔습니

다.  예를 들 , 명 료 3호  출 는 US 4902506 (이  비교대상

명 3 이 고 니다)은 University of Rochester에 의해 1990. 02. 20

에 되 으며, 균 병원체의 균성 협  폴리머와 균성  또는 

이 를  된 면 원성 체, 및 아에   높은 준의 

항-협  폴리머 항체 준을 공 기 위한 상기 체의 용 를 개 고 

있습니다. 

 

비교대상 명 3은 CRM197인 균성  또는 이 와 된, 스 렙

코커스 뉴 니 부터 래되는 협  폴리머를 포 는 면 원성 

체를 개 고 있습니다.  비교대상 명 3은 또한, 혈청형 3, 6, 12, 1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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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및 51과 같은 스 렙 코커스 뉴 니 의 몇몇 혈청형을 개 고 있습

니다.  비교대상 명 3의 관련 부분의 췌번 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 렙 코커스 뉴 니에 또는 헤 필루스 인플루엔  균의 협  폴리머

에  된,  10~30의 노머 단위의 쇄장 및  2 개의 카르

닐기를 는 협  폴리머 프래 먼 의 환원 아미노  산물, 및 균성 

 또는 이 를 포 는, 교된 면 원성 체 (청 항 1). 

 

1항에 있 , 이  CRM197인 면 원성 체 (청 항 5). 

 

1항에 있 , 균 병원체  스 렙 코커스 뉴 니  혈청형 3인 면

원성 체 (청 항 13). 

 

1항에 있 , 균 병원체  스 렙 코커스 뉴 니  혈청형 6인 면

원성 체 (청 항 14). 

 

1항에 있 , 균 병원체  스 렙 코커스 뉴 니  혈청형 12인 면

원성 체 (청 항 15). 

 

1항에 있 , 균 병원체  스 렙 코커스 뉴 니  혈청형 14인 면

원성 체 (청 항 16). 

 

1항에 있 , 균 병원체  스 렙 코커스 뉴 니  혈청형 19인 면

원성 체 (청 항 17). 

 

1항에 있 , 균 병원체  스 렙 코커스 뉴 니  혈청형 23인 면

원성 체 (청 항 18). 



- 27 - 

 

 

1항에 있 , 균 병원체  스 렙 코커스 뉴 니  혈청형 51인 면

원성 체 (청 항 19). 

 

따 , 균성 협  폴리머 및 이 를 포 는 체는, 전신 감염에 

대  아에게 투 될  있는 신의 에  이미 명 히 알 져 있습

니다. 

 

명 료 4호  출 는 US 5623057 (이  비교대상 명 4 고 

니다)은 1997. 02. 22에 되 으며, 폐 균 다당류 체 신을 개

고 있습니다.  비교대상 명 4에 개 된 체 신은, 면 원성 운반

체 단 질에 연결된, 스 렙 코커스 뉴 니 부터 된 협  다당류를 

포 니다.  상기 체 신은 아 및 린 아동들에  폐 균의 감염

을 방 기 위해 사용됩니다. 

 

비교대상 명 4의 관련 단 의 췌번 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 원성 운반체 단 질에 결 된, 스 렙 코커스 뉴 니

(Streptococcus pneumoniae) 균(뉴 코커스, Pn)으 부터의 부분 으

 분해되고, 고  정 된 협  다당류(Ps)를 포 는 신규한 

체 신이 신규한 방 에 의해 된다. 본 명의 결 체는 뉴 코커스 

감염의 예방에 용 다. ( 명 료 4호, 요 ) 

 

나아 , 비교대상 명 4는 스 렙 코커스 뉴 니 부터 래된 다당류, 

및 1, 2, 3, 4, 5, 6B, 7F, 8, 9N, 9V, 10A, 11A, 12F, 14, 15B, 17F, 18C, 

19F, 19A, 20, 22F, 23F, 및 33F과 같은 몇몇 혈청형들을 개 고 있습니

다.  기  람 한 혈청형은 4, 6B, 9V, 14, 18C, 19F, 또는 23F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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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상기 내용으 부터, 운반체 단 질에 된, 스 렙 코커스 뉴 니

의 상이한 혈청형으 부터의 협  다당류를 포 는 체는 이 사건 

허 명의 선일 부터 훨씬 전에 이미 아 및 린이의 폐 균 감염

의 치료를 위해 알 져 있음을 알  있습니다.  더 이, 치료 방  및 폐

균 성 질병의 예방용 신 에 의 러한 체의 용 는 선  

기술에  이미 알 져 있으며 잘 립되  있다는 을 인할  있습니다. 

 

폐 균 신은 30 년 이상 전에 립되 습니다.  폐 균 신의 기 

문 는 낮은 면 원성과 관련되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신의 면 원

성을 증 키는 문 는 신에 균성 를 킴으 써 해결되 으

며 이러한 기술은 헤 필루스 인플루엔  B형 (Hib) 체 신에  성공

이 습니다.  동일한 기술이 페 균성 질병을 위한 7  면  신에 

용되 으며, 이 신은 충분한 면 원성을 졌습니다.  러나, 다-내성 균

주의 증 에 의해, 신에 의 혈청형이 부 되 습니다.  운반체 단 질

에 된 다당류를 포 는 몇몇 7-, 9-, 11-, 13- 및 23-  신이 

몇몇 문헌에 개 되 습니다. 

 

예를 들 , 명 료 5호  출 는 Nontambi Mbelle 및 동료들은 

Journal of Infect Dis. 1999 Oct; 180(4):1171-6에 비인두 균에 대한 

9  폐 균 체 신의 면 원성 및 향 이 는 의 연  결과를 

게재 습니다(이  비교대상 명 5 고 니다). 비교대상 명 5는 

비인두 균에 대한 9  폐 균 체 신의 면 원성에 대한 향에 

대한 연 를 개 고 있습니다. 

 

비교대상 명 5는 CRM197에 된, 혈청형이 1, 4, 5, 9V, 14, 18C, 19F, 

및 23F인 9  폐 균 신을 개 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의 췌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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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9  폐 균 체 신의 균에 대한 안전성, 면 원성 및 향의 랜

덤 된, 이중 맹검 연  되 다 ( 명 료 5호, 1171페이 , 측 

컬 , 2번째 단 ). 

 

비교대상 명 5는 또한 근 내 용을 위한 0.5 ml 용량의 정 한 양을 개

고 있습니다. 

 

상 신 또는 위 , HbOC-DTP, 및 B형 간염 신 0.5 mL   왼

쪽 허벅 , 오른쪽 아래 허벅 , 및 오른쪽 위 허벅 에 근내 투 되 다. 

( 명 료 5호, 1172페이 , 왼쪽 컬 , 첫 번째 단 ) 

 

나아 , 비교대상 명 5는 2 , 즉 4 μg 의 용량을 요 는 6B를 외한 

든 혈청형에  2 μg의 사용을 명 히 언 고 있습니다. 

 

신은 돌연변이 디프테리아  CRM197와 된 혈청형 1, 4, 5, 9V, 

14, 18C, 19F, 및 23F 탄 물 2 μg 및 혈청형 6B 탄 물 4 μg을 

한다. ( 명 료 5호, 1171페이 , 오른쪽 컬 , 2 번째 단 ) 

 

비교대상 명 5는 또한 페이  1173의 표 2의 상이한 스 렙 코커스 뉴

니  균주의 균에 대한 9  신의 향을 평 습니다.  표 2는 신

된 실험군 및 대 군에  정 혈청형을 진 아동의 를 비교 고, 9  

신 내의 6B 및 19F에 의한 신  신 된 아동 내에  6A 및 19A

의 교체 방 를 거의 또는 전혀 공  않음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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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명 5는 이러한 교차반응성의 결 의 측면에  미래의 신 

  혈청형 6A를 포 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습니다.  

따 , 상기 부터 CRM197와 된 7  스 렙 코커스 뉴 니  다당류

를 는 신  선  기술에 개 되  있다는 을 분명히 인할 

 있습니다. 

 

 이후, 명 료 6호  출 는 장 침습 인 질병을 는 폐

균 혈청군: 체 신 의 향 및 용 는 의 William P. 

Hausdorff, John Bryant, Peter R. Paradiso 및 George R. Siber에 의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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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Part I,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2000; 30:100-2)이 되

습니다(이  비교대상 명 6 이 고 니다). 

 

비교대상 명 6은 7 , 9  및 11  체 폐 균 신의 정 한 혈청형

을 개 고 있으며, 이를 101페이 , 측 컬 의 신 에 개

고 있습니다.  관련된 단 의 췌번 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 .  주요 사 3 곳의 7 (7-V) 는 형 4, 6B, 9V, 14, 

18C, 19F 및 23F 부터의 다당류 또는 올리고당류 부터 래한 체

를 포 한다. 9  (9-V) 는 7-V에 더  혈청형 1 및 5를 더 진

다.  11  (11-V) 는 9-V에 더  혈청형 3 및 7F를 더 진다. 

( 명 료 6호, 101페이 , 측 컬 , 신 ) 

 

게다 , 비교대상 명 6은 미래의 신에 6A 및 19A를 는 것에 대해 

체 으  교 고 있으며, 데이터 를 분  침습  폐 균 질병

(IPD)을 는 혈청군과 된 신 에 나타난 것들을 비교 고 

있습니다.  비교대상 명 6은 또한 혈청형 4, 6B, 9V, 14, 18C, 19F 및 23F

을 는 PCV7 신뿐만 아니 , 혈청형 1 및 5를 더 포 는 9  

 및 혈청형 3 및 7F를 더 포 는 11  를 개 고 있습니다.  비

교대상 명 6은 또한 6A 및 19A는 들 신에 의해 호되  않는 중요

한 혈청형 을 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106페이 , 측 컬 , 

두 번째 단 에 아래와 같이 개 되  있습니다. 

 

러나, 비 신 혈청형 6A 및 19A는 들 혈청군 내에  질병의 실질

인 부분의 이  된다는 것이 명 다. ( 명 료 6호, 106페이 , 

측 컬 , 두 번째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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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명 6은 사한 혈청형 6A 및 19A에 대해 혈청형 6B 및 19F (7, 

9 및 11  신에 이미 존재 는)  공 는 교차 호의 준이 알 져 

있  않음을 교 고 있으며 이를 110페이 , 측 컬 , 3 번째 단 에 개

고 있습니다. 

 

혈청형- 이  정 를 공 는 연 의 위 항  (표 3)에 기반 ,  

3은 또한 7  신 의 혈청형이 미  및 캐나다의 린 아동에 의 

IPD의 80%, 리고 아 아 (단 30%)를 외한 든 다른 에 의 

IPD의  50%의 원인 을 설명한다.  일반 으 , 이들 잠재  교차

-반응성 혈청형 (대부분 6A 및 19A)는 IPD의 8% 내  15%의 원인이

다. ( 명 료 6호, 110페이 , 측 컬 , 3 번째 단 ) 

 

6A 및 19A  11  성물에 첨 된 13  성물이 비교대상 명 6에 이

론 으  개 되  있고, 따  것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동기  공되

고 실  만 는 데에 현실 인 움이 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 는 비

교대상 명 6으 부터 이후의  및 근을 통해 이 사건 허 명의 

명에 달할  있을 것으  사료됩니다. 

 

명 료 7호  출 는 신규한 폐 균 신 이 는 의 S.K. 

Obaro의 논문 (European Society of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s,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 Volume 8 Number 10, 

October 2002, 8, 623-633) (이  비교대상 명 7 이 고 니다)이 

있습니다.  비교대상 명 7은, 협  혈청형의 중요성이 이해되  있으며 

러한 이해는 다양한 혈청형 및 성을 혀내는 데에 중요 다고 개 고 

있습니다. 

 

S. 뉴 니  (폐 균)은 협  람-양성 균이다...(중략)... 느 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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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한 혈청형 및 질병의 전염병 에 대한 은 든 신  

프 램의 개  및 실 에 중요 다. ( 명 료 7호, 624페이 , 측 

컬 , 폐 균  션  아래) 

 

비교대상 명 7은 협  혈청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에 있 , 다  신에 

대한 은 현재의 혈청형들에 기반 고 있으며 23  협  다당류 신이 

2  미만의 아동에  험되 음을  개 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

대상 명 7은 신이 2  미만의 연령군에  부 한 면  반응만을 으

며, 이는 항체 반응 및 기 의 전 건인 T- 포 관 의 결핍 때문 을 개

고 있습니다.  비교대상 명 7은 또한 다당류 항원을 단 질 운반체와 

커플링  다당류-단 질 체를 형성 고 이에 의해 항원 이성 B-

포 증  및 기  성 을 진 으 써 면  반응이 진될  있으며, 상기 

원리  Hib 신에  성공 으  험되 음을 주 습니다(625-626페

이  사이의 개재 단  참 ). 

 

비교대상 명 7은 폐 균 체 신의 개  과정을 언 고, 디프테리

아 및 파상풍 이 , 균 외  체 및 디프테리아 단 질 

CRM197를 포 는 몇몇 운반체 단 질이 선별되 고 을 위해 험되

음을 개 고 있습니다.  비교대상 명 7은 최근 상용 된 7  신이 

CRM 단 질 및 혈청형 4, 9B, 14, 19F, 23F, 18C으 부터의 협  단 질 

 2 μg 및 6B 4 μg 및 CRM197 20 μg 및 쥬번  알루미늄 포스

페이 와 께 0.5 ml 용량 내의 0.125 mg의 알루미늄을 사용 는 것을 개

고 있습니다 (626페이 , 측 컬 , 신 성물  아래). 

 

비교대상 명 7은 또한 7  신이 안전 고, 면 원성이며 폐 균에 대

해 효과 이 증되 다고 개 고 있습니다 (626 및 627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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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명 7은 또한 7  신의 한계는 혈청형의 이며, 미래에 혈청형

의 를 증 키기 위해 실 할  있음을 명 히 고 있습니다 (629

페이 , 컬  7,  단 ). 

 

폐 균 신과 관련  몇몇 전염병  연  정기 으  실 되 으며, 

기에  단 질의 다양한 혈청형에 의한 감염이 설명된  있습니다.  러

한 논문 중 나는 Cynthia G. Whitney, M.D., M.P.H., Mokica M. Farley, 

M.D., James Hadler, M.D., M.P.H., Lee H., Harrison, M.D., Nancy M. 

Bennett, M.D., Ruth Lynfield, M.D., Authur Reingold, M.D., Paul R. 

Cleslak, M.D., Tamara Pillishvili, M.P.H., Delois Jackson, M.S.A., 

Richard R. Racklam, Ph.D., James H. Jorgensen, Ph.D., 및 Anne 

Schuchat, M.D.에 의한 Emerging Infections Program Network의 

Active Bacterial Core Surveillance, 단 질  후의 침습  폐 균 질

환의 감  !  다당류 체 신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May 1, 2003, Vol. 348 No. 18) (이  비교대상 명 8 이

고 며, 명 료 8호  출 니다) 니다.  비교대상 명 8은 다양한 

혈청형 및 2  미만의 아동들 사이에  침습  폐 균 질병의 정되는 

비율의 변 를 개 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1998에  2001년까  분류되

습니다.  비교대상 명 8에  된 표 1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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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1111    

 

 

상기 표의 내용에 따르면, 혈청형 6B 및 19F의 교차 호 부터 립 인 

혈청형 6A 및 19A의 호를 공 기 위해 는 혈청형 6A 및 19A  사용

되  한다고 결론 을  있습니다.  또한 상기 표 부터,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및 23F를 포 는 이 사건 명 의 다양

한 혈청형이 두 IPD 질병의 원인 을 알  있습니다.  비교대상 명 8은 

표 1에 개 된 혈청형들은 신 혈청형에  78%의 감 를 이는 2  이

의 아동을 위해 재생산될  있음을 명 히 개 고 있습니다. 

 

2004년  후반에 9, 11, 13 및 23  다당류 (VNP-23v) 및 다른 체 

신들이 침습  폐 균 질환을 예방 기 위해 개 된  있으며 이는 

폐 균에 대한 신 의 현재와 미래 는 의 C. De La Pena, 

M.M. Sanchez 및 M. Suarez의 논문 (pediatrika 24(4): 47-55,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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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  비교대상 명 9 고 며, 명 료 9-1호  출 고, 

상기 논문의 문을 명 료 9-2호  출 니다)에 개 되  있습니

다. 

 

비교대상 명 9는 2004년의 폐 균 신 분 의 상황을 개 고 있으며 

미래의 개 에 대해 논의 고 있습니다.  기에 는 13 혈청형을 포 는 

13  신 및 이러한 13  신이 체 신 을 개 고 있습니다.  관

련된 단  ( 명 료 9-2호, 11페이 , 1-5 )의 췌번 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11-혈청형 신 (3 및 7F ).  3 혈청형은 스페인에  른에 침

습  질병을 장 빈번 게 는 형이다; 따 , 이들 신의 사용

은 이들 혈청형에 의한 감염의 생에 대해 리한 효과를 질  있다. 

 

- 13-혈청형 신 (6A 및 19A ) 

 

다만 비교대상 명 9는 정 운반체 단 질 CRM197을 개 고 있 는 않

습니다.  대신에 통상의 기술 는, CRM197의 알 진 이  및 이의 폐 균 

성물 내 단  운반체 의 이전의 사용으 부터, 13  성물용 운반체 

단 질  CRM197을 선택할 것 니다.  따 , 13  신 내의 다당류를 

CRM197에 키는 것은 통상의 기술 에게 명 니다. 

 

또한, 운반체 단 질에 된 다당류를 포 고, 으  첨  

알루미늄 포스페이 를 포 는 성물은 선 기술의 개 사항으 부터 명

며, 떠한 진 성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따 , 이 사건 허 명의 든 청 항 1 내  19는 비교대상 명 3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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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에 대  진 성이 결 됩니다.  따  이러한 이 만으  무효되  

니다. 

 

 

IV. 무효사유 3... 허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위 : 기재불비 

 

이 사건 허 명 의 상 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  이 사건 허 명을 

용이 게 실 할  있을 정  명 고 간결 게 명을 기재 고 있  

않으므  허  42 3항의 규정에 위 됩니다. 

 

이 사건 허 명의 경기술에 는 폐 균 질환에 사용할  있는 신

이 이미 존재 고 있으며, 신은 미 에  침습성 폐 균 질환(IPD)의 

 80-90%를 감당 고, 에 는  60-80%,  외 에 는  

40-80%를 감당 며, IPD에 대한 러 감 (surveillance) 사  활용

능 며, 혈청형 1, 3, 5, 6A, 7F 및 19A  IPD에 대해 높은 상대  부담감

과 중요성을 므 , 이들을 신에 첨  용 위를 증 킬  있

다는 사실을 기재 고 있습니다. 

 

이 사건 허 명 는 명의 요  에  본 명이 스 렙 코커스 뉴

니 의 13  다른 혈청형의 다  면 원성 성물에 관한 것이 고 기

재 고 있습니다. 

 

러나 이 사건 허 명 는 기존의 형에 다른 혈청형을 에 있

의 신규성에 대해 전혀 기재 고 있  않으며, 이 사건 허 명의 13  

신을 에 있  떤 기술  문  있 는 에 대해  전혀 

고 있  않으며, 상기 13  신이 IPD 부담을 감 키는 용성에 대

해  전혀 주고 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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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허 명의 청 항 1은 심사단계에  운반체 단 질 CRM197을 

 정되 으나, 상기 정은 이 사건 허 명 에 의해 뒷 침되

 않습니다.  청 항 1은 운반체 단 질 CRM197의 양(level) 및 다당류의 

양을 한정 고 있  않으며,  혈청형의 양  한정 고 있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 허 명 는 청 항 1의 다  신의 면  측면에 대해

 전혀 기재 고 있  않으며, 운반체 개 면  분리에 대해  개

고 있  않고, 이 사건 허 명을 실 에 있  장 리 게 사용될 

 있는 최 의 운반체 단 질에 대해  고 있  않습니다. 

 

따 , 이 사건 허 명 의 상 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  이 사건 

허 명을 용이 게 실 할  있을 정  명 고 간결 게 명을 기재

고 있  않으므  허  42 3항의 규정에 위 됩니다. 

 

 

V. 결론 

 

이상 살핀 와 같이, 이 사건 허 명의 든 청 항은 비교대상 명 1 또

는 비교대상 명 2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 므  허  29 1항 2호

의 규정에 의  무효되  니다. 

 

또한 이 사건 허 명의 든 청 항은 비교대상 명 3 내  9에 의해 진

성이 결 되므  허  29 2항의 규정에 의  무효되  니다. 

 

또한 이 사건 허 명 의 명의 상 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  이 사

건 허 명을 용이 게 실 할  있을 정  명 고 간결 게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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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고 있  않으므  허  42 3항의 규정에 위 되  무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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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 느  나 이 사건 허 명은 무효되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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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1. The Amicus herein, is 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an independent, medical 

humanitarian organisation that delivers emergency aid to people affected by armed 

conflict, epidemics, healthcare exclusion and natural or man-made disasters. MSF 

opened a branch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in February 2012. Each year, MSF 

teams vaccinate millions of people, largely as outbreak response to diseases such as 

measles, meningitis, yellow fever and cholera. MSF also supports routine immunisation 

activities in projects where we provide healthcare to women who are pregnant, infants 

and children. In 2015 alone, MSF delivered about 5.3 million doses of vaccines and 

immunological products, including pneumonia vaccines through our work in countries 

like Central African Republic, Uganda, Ethiopia, South Sudan, and Greece. 

 

2. Pneumococcal infections caused by Streptococcus pneumonia are the leading cause of 

death for children worldwide, representing 16% of childhood mortality. 1  The vast 

majority of this burden is disproportionately borne by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Many pneumococcus cases are difficult to diagnose and a number of pneumococcal 

strains have now become resistant to the antibiotics typically used to treat these 

infections. In the context, vaccination with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s (PCV) to 

prevent these life threatening infections is a public health priority. Therefore, in 2007,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commended PCV for inclusion in all national 

immunisation programmes, updated in 2012 to include and focus on the available 10-

                                                 
1 International Vaccine Access Center (IVAC),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2016). 
Pneumonia and Diarrhea Progress Report 2016: Reaching Goals through Action and Innovation. 
http://www.jhsph.edu/research/centers-and-institutes/ivac/resources/IVAC-2016-Pneumonia-Diarrhea-Progress-
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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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t (PCV10) and 13-valent conjugate vaccines (PCV13). 2  Additionally, global 

targets for uptake of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s have been adopted by all 

governments in the WHO Global Vaccine Action Plan (GVAP) 2011-2020 and the 

Integrated Global Action Plan for Pneumonia and Diarrhoea (GAPPD).3 Yet, currently, 

the international PCV vaccine market is a duopoly of only two suppliers: Pfizer markets 

PCV13 (Prevnar 13) and GSK markets PCV10 (Synflorix), significantly hindering 

access to affordable PCV worldwide. 

 

3. PCVs are some of the most expensive vaccines, and its price presents a primary barrier 

for developing country Health Ministries to implement WHO’s recommendation of 

PCV inclusion in the Universal Immunisation Programme. In addition to governments, 

medical humanitarian organisations, and parents who want to immunise their child 

against pneumonia (due to the unavailability of PCV in their national health system) 

also face price barriers. About one third of the world’s countries have not been able to 

introduce PCV because of its high price.4 According to volumes and prices published by 

the Supply Division (SD) of United Nation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 website, PCV prices for Middle-Income Countries (MICs) that are not 

eligible for donor support are relatively high depending on the country, product, and 

                                                 
2 WHO Weekly Epidemiological Record (WER), 6 April 2012, No.14 2012, 87, 129-144, 
http://www.who.int/wer/2012/wer8714.pdf?ua=1 
 
3 Global Vaccine Action Plan (GVAP) 2011-2020, 
http://www.who.int/immunization/global_vaccine_action_plan/en/; Integrated Global Action Plan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Pneumonia and Diarrhoea (GAPPD), 
http://www.who.int/woman_child_accountability/news/gappd_2013/en/ 
 
4 https://www.cdc.gov/mmwr/volumes/65/wr/mm6541a3.htm#F1_down;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78/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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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rs’ pricing policies. 5  Affordable pricing is required for countries to 

introduce PCV into their routine immunization programs to ensure they sustain self-

financed PCV procurement.  Lack of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markets is one critical contributing element to the challenge. 

 

4. PCV vaccines have also been cited as a critical tool in combating the rise of anti-

microbial resistance (AMR), which poses one of the greatest threats to global health. 

Reducing antibiotic use will be significantly aided by preventing unnecessary infections. 

A study published in The Lancet in 2016 estimated that with universal introduction of 

PCV vaccines (and Haemophilus influenza type b (Hib)-containing vaccine, such as 

pentavalent vaccine), antibiotic use could be reduced by 47% each year in children 

under five years of age.6 In the report on vaccines in the Review on Antimicrobial 

Resistance commissioned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it is 

recommended that universal use of vaccines, such as PCV, be urgently pursued to 

immediately combat the rise of AMR. Reducing the price of PCV vaccines to improve 

access is noted as an urgent objective.7 

 

5. The presence of just two PCV suppliers and the resulting high price of PCV vaccines is 

a barrier for vaccine purchasers including humanitarian organisations such as MSF.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through introduction of vaccines produced by 

                                                 
5 UNCIEF Supply Division,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Supply and Demand Update. August 2016,  
https://www.unicef.org/supply/files/Pneumococcal_Conjugate_Vaccine_(PCV)_-_August_2016.pdf 
 
6 Laxminarayan R, Matsoso P, Pant S,  Brower C,  RøttingenJA,  Klugman K,  Davies S. 2016. Access to 
effective antimicrobials: a worldwide challenge. Lancet 387:168 175.doi:10.1016/S0140-6736(15)00474-2 
 
7 Report of the Review on Antimicrobial Resistance, “Vaccines and Alternative Approaches: Reducing our 
Dependences on Antimicrobials”, Chaired by Jim O’Neill, 2016, available at: https://amr-
review.org/sites/default/files/Vaccines%20and%20alternatives_v4_L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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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manufacturers, including manufactur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re one 

critical way to bring the product price down for treatment provider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o protect more children from deadly pneumonia infection. 

 

6. The importance of competition to significantly reduce vaccine prices has been firmly 

demonstrated over the past decade. The recombinant Hepatitis B vaccine is an excellent 

example. Large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held monopolies on the 

vaccine and charged high prices. At prices as high as US$ 23 per dose, the vaccine was 

out of reach for most people and treatment providers in developing countries. Vaccine 

manufacturers in India, in the absence of patent barriers, developed a Hepatitis B 

vaccine.  Thereafter, prices dropped to less than US$ 1 per dose. The five-in-one 

pentavalent vaccine that protects against 5 life-threatening diseases – Diphtheria, 

Pertussis, Tetanus, Hepatitis B and Hib, is another example of how market competition 

has reduced vaccine prices and resulted in greater access to a life-saving vaccine. In 

2006, there were only two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producing the 

pentavalent vaccine purchased by UNICEF; the price of each product was US$ 3.60 per 

dose. With significant global demand from Gavi, the Vaccine Alliance, which was 

purchasing pentavalent vaccines for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additional 

manufacturers began to enter the market. By 2016, UNICEF was purchasing from six 

WHO prequalified pentavalent manufacturers, including a Korean company for as a 

price as low as US$ 1.15 per dose, a reduction of nearly 70%.8 These examples of 

competition-stimulated price reductions have enabled low-cost mass vaccination 

globally through organizations such as WHO and UNICEF, resulting in lives saved. 

 

                                                 
8 Ref. UNICEF Supply Division Vaccine Price Database, https://www.unicef.org/supply/files/DTP-HepB-
Hib.pdf 



6 
 

7. At the 2015 World Health Assembly (WHA), Member States adopted resolution WHA 

68.6 on vaccine pricing. The resolution, prompted by government’s frustration with 

their inability to introduce WHO-recommended vaccines due to their high price, 

outlines the need to address legal barriers that hinder competition. The resolution calls 

on WHO and governments to resolve these legal barriers so as to catalyze greater 

competition that will reduce the price of newer vaccines, such as PCV. The resolution 

received overwhelming support from 54 WHO Member Stat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was ultimately adopted by all governments. 

 

8. Thus, the Amicus brings up this submission before the Patent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Patent Court Case No. 2015 Heo 4613 Invalidation (Patent) 

concerning the invalidation of Korean Patent No. 1298053 to Defendant Wyeth LLC 

(hereinafter referred to as “Wyeth”).  Wyeth was acquired by Pfizer in 2009.  Thereafter, 

Pfizer became the supplier of PCV13 globally. The concerned Korean Patent No. 

1298053, if upheld, could significantly block the launch of a long-expected competitor 

vaccine to Pfizer’s PCV-13 by a Korean manufacturer, and block effective competition 

that is a pre-requisite to sustainable price reductions that enable public health service 

providers and humanitarian organisations, including MSF, to provide life-saving PCVs 

to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9. The Amicus emphasises the global public health significance of pneumonia as the 

leading cause of childhood mortality and the critical impact of the concerned patent on 

hindering competition from Korean manufacturers in the pneumonia vaccine market, 

alongside the technical grounds below illustrating the Amicus’ objections to uphold the 

concerned patent due to the patent failing to meet patentability standards. This leads to 

the conclusion in this Amicus Curiae submission that the concerned claims in the above 

patent should lead to the in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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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he granted claims and the corrected claims of this patent are as follows. 

 

 Before Correction After Correction 

1 A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comprising: 13 distinct polysaccharide-

protein conjugates, together with a 

physiologically acceptable vehicle, wherein 

each of the conjugates comprises a capsular 

polysaccharide from a different serotype of 

Streptococcus pneumoniae conjugated to 

CRM197 carrier protein, and the capsular 

polysaccharides are prepared from serotypes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and 23F. 

A 13-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for 

use as a pneumococcal vaccine, comprising: 

13 distinct polysaccharide-protein conjugates, 

together with a physiologically acceptable 

vehicle, wherein each of the conjugates 

comprises a capsular polysaccharide from a 

different serotype of Streptococcus 

pneumoniae conjugated to CRM197 carrier 

protein, and the capsular polysaccharides are 

prepared from serotypes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and 23F. 

2 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claim 1, 

further comprising an adjuvant. 

(no correction) 

3 The immunogenic composition claim 2, 

wherein the adjuvant is an aluminum-based 

adjuvant. 

(no correction) 

4 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claim 3, 

wherein the adjuvant is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aluminum phosphate, 

aluminum sulfate and aluminum hydroxide. 

(no correction) 

5 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claim 4, 

wherein the adjuvant is aluminum phosphate. 

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claim 4, 

wherein the adjuvant is aluminum phosphate, 

and the dose of each of the capsular 

polysaccharides is 1 to 5 !g. 

6 A composition for inducing an immune 

response to a Streptococcus pneumoniae 

capsular polysaccharide conjugate, 

comprising an immunologically effective 

amount of 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A 13-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for 

inducing an immunoprotective response to 

Streptococcus pneumoniae serotypes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and 23F 

capsular polysaccharide conjugates, 

comprising an immunologically effective 

amount of 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wherein each 

polysaccharide is conjugated to CRM197 by 

reductive amination. 

7 The composition of claim 6, wherein the 

immunogenic composition is a single 0.5 mL 

dose formulated to contain: 2 !g of each 

saccharide, except for 6B at 4 !g; 

approximately 29 !g CRM197 carrier protein; 

0.125 mg of elemental aluminum (0.5 mg 

aluminum phosphate) adjuvant; and sodium 

chloride and sodium succinate buffer as 

excipients. 

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claim 6, 

wherein the immunogenic composition which 

is a single 0.5 mL dose formulated to contain: 

2 !g of each saccharide, except for 6B at 4 

!g; approximately 29 !g CRM197 carrier 

protein; 0.125 mg of elemental aluminum (0.5 

mg aluminum phosphate) adjuvant; and 

sodium chloride and sodium succinate buffer 

as ex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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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antigens for use against otitis 

media caused by infection with bacteria other 

than Streptococcus pneumoniae.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antigens for use against otitis 

media caused by infection with bacteria other 

than Streptococcus pneumoniae. 

9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claim 8, wherein the bacteria other than 

Streptococcus pneumoniae are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nontypable 

Haemophilus influenza, Moraxella 

catarrhalis and Alloiococcus otitidis.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claim 8, wherein the bacteria other than 

Streptococcus pneumoniae are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nontypable 

Haemophilus influenza, Moraxella catarrhalis 

and Alloiococcus otitidis. 

10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Streptococcus pneumoniae 

proteins.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Streptococcus pneumoniae 

proteins. 

11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Neisseria meningitidis type B 

proteins.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Neisseria meningitidis type B 

proteins. 

12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for use as a vaccine.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for use as a vaccine 

which contains 2.2 !g of each polysaccharide, 

except for 6B at 4.4 !g, and each 

polysaccharide is conjugated to CRM197 by 

reductive amination. 

13 A sterile liquid formulation of pneumococcal 

capsular polysaccharides of serotypes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and 

23F individually conjugated to CRM197, for 

use as a vaccine. 

A sterile liquid formulation of pneumococcal 

capsular polysaccharides of serotypes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and 

23F individually conjugated to CRM197 by 

reductive amination, for use as a 

pneumococcal vaccine. 

14 The sterile liquid formulation of claim 13, 

which is formulated such that each of the 0.5 

mL dose contains: 2 !g of each saccharide, 

except for 6B at 4 !g; approximately 29 !g 

CRM197 carrier protein; 0.125 mg of 

elemental aluminum (0.5 mg aluminum 

phosphate) adjuvant; and sodium chloride and 

sodium succinate buffer as excipients. 

 

(no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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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he composition of claim 7,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antigens for use 

against otitis media caused by infection with 

bacteria other than Streptococcus 

pneumoniae. 

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claim 7,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antigens for 

use against otitis media caused by infection 

with bacteria other than Streptococcus 

pneumoniae. 

16 The composition of claim 15, wherein the 

bacteria other than Streptococcus pneumoniae 

are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nontypable Haemophilus influenza, 

Moraxella catarrhalis and Alloiococcus 

otitidis. 

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claim 15, 

wherein the bacteria other than Streptococcus 

pneumoniae are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nontypable Haemophilus 

influenza, Moraxella catarrhalis and 

Alloiococcus otitidis. 

17 The composition of claim 7,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Streptococcus 

pneumoniae proteins. 

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claim 7,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Streptococcus 

pneumoniae proteins. 

18 The composition of claim 7,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Neisseria 

meningitidis type B proteins. 

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claim 7,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Neisseria 

meningitidis type B proteins. 

19 The composition of claim 7, for use as a 

vaccine. 

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claim 7, for 

use as a vaccine. 

 

11. Before traversing to the various grounds for invalidation, the Amicus proceeds to 

examine the subject matter of the present patent.  The present patent is drawn to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 and a conjugate vaccine used to protect infants, 

young children and adults against diseases caused by the bacterium Streptococcus 

Pneumoniae (the Pneumococcus). It is a well established vaccine and is currently in the 

market as heptavalent vaccine, meaning that it contains the cell capsule sugars of 7 

serotypes of the bacteria S. pneumoniae (4, 6B, 9B, 14, 18C, 19F and 23F) conjugated 

with diphtheria proteins. A decavalent vaccine is also available which means that it 

comprises of 10 serotypes of the pneumococcus (1, 4, 5, 6B, 7F, 9B, 14, 18C, 19F and 

23F), which are conjugated to a carrier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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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he present patent is drawn to a trideca-valent vaccine meaning that it contains 13 

serotypes of pneumococcus (1, 3, 4, 5, 6A, 6B, 7F, 9B, 14, 18C, 19A, 19F and 23F), 

which are conjugated to a diphtheria carrier protein. The background as disclosed in the 

present specification, suggests that Streptococcus pneumoniae is a leading cause of 

meningitis, pneumonia and several invasive diseases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throughout the world. The background of the present patent further submits that a 

vaccine is already available for pneumonia and it has considerably reduced Invasive 

Pneumococcal Disease (IPD) but on a surveillance conducted, it was understood that 

there were still certain infections that were caused due to the presence of serotypes such 

as 6A, 19A and that these infections are generally more resistant to antibiotics and it is 

better to immunize against these serotypes rather than treat the serotypes. Furthermore, 

the background acknowledges the fact that serotypes 1, 3, 5, 6A, 7F and 19A have a 

high relative burden and importance of invasive pneumococcal disease and therefore, 

adding them to a vaccine would increase the coverage. 

 

13. The present patent is drawn to a multivalent immunogenic vaccine, which contains 7 

serotypes of the species 4, 6B, 9V, 14, 18C, 19F and 23F already present in the 7 

serotype vaccine and comprises further 6 serotypes being 1, 3, 5, 6A, 7F and 19A. The 

present invention further provides a carrier protein CRM197 with an aluminum based 

adjuvant such as aluminum phosphate. 

 

14.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clearly sets out that the IPD surveillance that is 

being conducted periodically suggests and provides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he 

serotypes which cause infections in various regions. The inclusion of serotypes such as 

4, 6B, 9B, 14, 18C, 19F, 23F and inclusion of serotypes 1, 3, 5, 7A and serotypes 6A 

and 19A, 6B and 19F were all based on readily available IPD surveillanc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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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he specification admits that the capsular polysaccharides may be prepared by standard 

techniques, chemically activated and on activation may be conjugated to the carrier 

protein by conventional means that are already set out in earlier prior art. The carrier 

protein CRM197 is also admitted to be known and that it could be recombinantly 

prepared by methods already set out and well established in prior art. 

 

16. The specification also discloses that the vaccine may be formulated by methods 

recognized in prior art. The composition of the present patent comprises an adjuvant and 

various adjuvants suitable for use are also admitted to be established in prior art as set 

out in the present specification. 

 

17. The dose level of the vaccine is also admitted to be similar to the already well 

established vaccine being the marketed vaccine comprising 7 serotypes. The present 

specification proceeds to provide certain examples, which refers to the preparation of 

serotype 1, CRM197 conjugate, serotype 3, serotypes 5, 6A, 7F, 19A and their 

conjugations, the formulation and the immunogenicity of the vaccine is also set out in 

the examples. The example also discloses that the 13 valent pneumococcal vaccine 

produces higher serum IgG titers and overall greater functional antibody activity than 

that seen with 3 polysaccharides alone or with unconjugated CRM197.   

 

18. The current Amicus Brief is based on the 19 claims before correction and the 19 claims 

after correction in the invalidation trial proceedings. The Amicus reserves their right for 

providing further amicus briefs, documents and/or evidence, if the claims would be 

amended agai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ending correction trial and the pending 

correction invalidation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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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The principal claim of the present patent (Claim 1) is drawn to a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comprising: 13 distinct polysaccharide-protein conjugates, 

together with a physiologically acceptable vehicle, wherein each of the conjugates 

comprises a capsular polysaccharide from a different serotype of Streptococcus 

pneumoniae conjugated to CRM197 carrier protein, and the capsular polysaccharides are 

prepared from serotypes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and 23F. 

 

Claim 1 of the present patent after correction is drawn to a 13-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for use as a pneumococcal vaccine, comprising: 13 distinct polysaccharide-

protein conjugates, together with a physiologically acceptable vehicle, wherein each of 

the conjugates comprises a capsular polysaccharide from a different serotype of 

Streptococcus pneumoniae conjugated to CRM197 carrier protein, and the capsular 

polysaccharides are prepared from serotypes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and 23F. 

 

Claims 2 to 5 disclose that the immunogenic composition comprises an adjuvant which 

is aluminum based and may be preferably aluminum phosphate. 

 

Claim 6 is drawn to a composition for inducing an immune response to a Streptococcus 

pneumoniae capsular polysaccharide conjugate, comprising an immunologically 

effective amount of 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Claim 7 discloses that the immunogenic composition is a single 0.5 mL dose formulated 

to contain: 2 !g of each saccharide, except for 6B at 4 !g; approximately 29 !g CRM197 

carrier protein; 0.125 mg of elemental aluminum (0.5 mg aluminum 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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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vant; and sodium chloride and sodium succinate buffer as excipients. 

 

Claims 8 to 12 recite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antigens for use against otitis media caused by 

infection with bacteria other than Streptococcus pneumoniae; wherein the bacteria other 

than Streptococcus pneumoniae are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nontypable 

Haemophilus influenza, Moraxella catarrhalis and Alloiococcus otitidis;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Streptococcus pneumoniae 

proteins;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Neisseria meningitidis type B proteins; and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for use as a vaccine. 

 

Claim 13 is drawn to a sterile liquid formulation of pneumococcal capsular 

polysaccharides of serotypes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and 23F 

individually conjugated to CRM197, for use as a vaccine. 

 

Claim 14 recites the sterile liquid formulation of claim 13, which is formulated such that 

each of the 0.5 mL dose contains: 2 !g of each saccharide, except for 6B at 4 !g; 

approximately 29 !g CRM197 carrier protein; 0.125 mg of elemental aluminum (0.5 mg 

aluminum phosphate) adjuvant; and sodium chloride and sodium succinate buffer as 

excipients. 

 

Claims 15 to 19 recite the composition of claim 7,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antigens for use against otitis media caused by infection with bacteria oth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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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ptococcus pneumoniae; wherein the bacteria other than Streptococcus pneumoniae 

are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nontypable Haemophilus influenza, Moraxella 

catarrhalis and Alloiococcus otitidis; the composition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Streptococcus pneumoniae proteins; the composition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Neisseria meningitidis type B proteins; and the composition for use as a vaccine. 

 

20. Accordingly, the Amicus submits that the present patent should be invalidated based on 

the following amongst other grounds listed below. 

 

 

II. INVALIDATION GROUND 1: Violation of Article 29(1)(ii) 

of the Patent Act (lack of novelty) 

 

The present patented invention as claimed in Claims 1-19 encompass subject matter that 

lacks novelty and are not patentable under Article 29(1)(ii) of the Patent Act. It is 

submitted that none of the claims of the present patent are novel, and they should be 

invalidated on this ground alone. 

 

It is submitted that the present patented invention relates to a multivalent pneumococcal 

polysaccharide-protein conjugate composition for use as a vaccine against 

Streptococcus pneumoniae, a bacterium which lead to meningitis, pneumonia and 

severe invasive disease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throughout the world. The 

immuno protective determinants of S. pneumoniae are capsular polysaccharides and it is 

possible to classify various serotypes based on the immunological properties. The 

diseases and/or infections that are caused by S. pneumoniae are closely tracked by 

various governmental,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epidemiological studies are available with respect to the prevalence of various serotypes 



15 
 

in different regions. 

 

Hence, it is submitted that the knowledge of serotypes in various regions and their 

prevalence is already available and this fact is admitted by the applicant in the present 

specification. 

 

It is historically well known that the vaccine becomes more effective only when its 

response is potentiated and the subject subsequently respond by producing a desirable 

immunological or T-cell response to any vaccine. Traditionally, pneumococcal 

polysaccharides were unable to elicit the desired response. This problem was overcome 

by conjugating the polysaccharides moieties to detoxified bacterial toxin proteins, 

which provided the desired response in the subjects. This principal was already used in 

the marketed multivalent vaccine Prevenar®, which is a 7 valent vaccine. 

 

The present patented invention is a mere addition of further 6 serotypes being 1, 3, 5, 

6A, 7F and 19A that were already available from epidemiological studies in the prior art. 

It is submitted that this 13 valent vaccine along with the bacterial conjugate and its 

formulation in the said dose was available before the priority date of the present patent 

and is anticipated by disclosure in prior art. 

 

1. Lack of novelty based on D1 

 

It is submitted that all claims 1-19 of the present patent are anticipated by disclosure in 

WO 2003/051392 by GlaxoSmithKli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D1” and attached 

herewith as Exhibit 1). 

 

D1 is drawn to an improved Streptococcus pneumoniae vaccine. D1 is also drawn to an 

optimal formulation of multiple serotypes of S. pneumoniae polysaccharide vaccin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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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ious selection of various polysaccharide conjugates of 1 serotype which may 

influence or modulate the immune response for the other polysaccharide conjugates. 

 

The various serotypes that may form a part of the vaccine, the carrier proteins, and the 

formulations are all disclosed and set out at D1. This may be clearly illustrated by 

means of a Table. See Table 1 below. 

 

[TABLE 1] 

 

The present patent D1 Comments 

1. A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comprising: 13 distinct 

polysaccharide-protein conjugates, together 

with a physiologically acceptable vehicle, 

wherein each of the conjugates comprises a 

capsular polysaccharide from a different 

serotype of Streptococcus pneumoniae 

conjugated to CRM197 carrier protein, and 

the capsular polysaccharides are prepared 

from serotypes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and 23F. 

 

Claim 1 after correction 

A 13-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for 

use as a pneumococcal vaccine, 

comprising: 13 distinct polysaccharide-

protein conjugates, together with a 

physiologically acceptable vehicle, wherein 

each of the conjugates comprises a capsular 

polysaccharide from a different serotype of 

Streptococcus pneumoniae conjugated to 

CRM197 carrier protein, and the capsular 

polysaccharides are prepared from 

The pneumococcal vaccine will be 

selected from the following serotypes 1, 2, 

3, 4, 5, 6B, 7F, 8, 9N, 9V, 10A, 11A, 12F, 

14, 15B, 17F, 18C, 19A, 19F, 20, 22F, 

23F and 33F. ... A 13 valent pediatric 

(infant) vaccine may also include 

serotypes of 6A and 19A whereas a 13-

valent elderly vaccine may include 

serotypes 8 and 12F. (page 5, lines 12-18) 

 

The primary carrier protein need not be 

limited to a specific embodiment but may 

include proteins or fragments thereof of 

DT (Diphtheria Toxoid). ... Preferably, it 

is DT, TT or CRM197. (page 4, lines 25-

30) 

 

The vaccine of the preparation invention 

may be stored in solution or lyophilized 

…. 

All essential features 

of Claim 1 of the 

present patent before 

correction and after 

correction are 

disclosed in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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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otypes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and 23F. 

2.!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claim 

1, further comprising an adjuvant. 

Preferably, a vaccine is adsorbed onto an 

aluminum salt. 

The use of an 

aluminum base 

adjuvant is disclosed. 3. The immunogenic composition claim 2, 

wherein the adjuvant is an aluminum-based 

adjuvant. 

4. 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claim 

3, wherein the adjuvant is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aluminum phosphate, 

aluminum sulfate and aluminum hydroxide. 

5. 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claim 

4, wherein the adjuvant is aluminum 

phosphate. 

6. A composition for inducing an immune 

response to a Streptococcus pneumoniae 

capsular polysaccharide conjugate, 

comprising an immunologically effective 

amount of 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In yet another embodiment, the present 

invention is an improved method to elicit 

a (protective) immune response in infants 

(0-2 years old) by administering a safe 

and effective amount of the vaccine of the 

invention. (page 6, lines 25-30) 

All essential features 

of the present patent 

are disclosed in D1. 

7. The composition of claim 6, wherein the 

immunogenic composition is a single 0.5 

mL dose formulated to contain: 2 !g of 

each saccharide, except for 6B at 4 !g; 

approximately 29 !g CRM197 carrier 

protein; 0.125 mg of elemental aluminum 

(0.5 mg aluminum phosphate) adjuvant; 

and sodium chloride and sodium succinate 

buffer as excipients. 

The range of the saccharide is present at 

Table 2 wherein it is stated that it can be 

in the range of 2 µg to 3 µg for several 

carriers and the range for 6B is provided 

between 5 µg to 10 µg. The range of the 

carrier protein is provided from 10 µg to 

42 µg. the Content of aluminum is 

provided between 0.16 mg. to 0.32 mg. 

The ranges of the 

present patent fall 

within the range of D1. 

8.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antigens for 

use against otitis media caused by infection 

with bacteria other than Streptococcus 

pneumoniae. 

One or more Moraxella catarrhalis 

protein antigens can also be included in 

the combination vaccine. Thus, the 

present invention is an improved method 

to elicit a (protective) immune response 

against Otitis media in infants. (page 7, 

lines 1-7) 

 

The present invention further provides an 

improved vaccine for the prevention or 

All essential features 

of the present patent 

are disclosed in D1. 

9.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claim 8, wherein the 

bacteria other than Streptococcus 

pneumoniae are selected from th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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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ing of nontypable Haemophilus 

influenza, Moraxella catarrhalis and 

Alloiococcus otitidis. 

amelioration of pneumococcal infection in 

infants (e.g., Otitis media), by relying on 

the addition of pneumococcal proteins 

to S. pneumoniae conjugate compositions 

of the invention. (page 6, lines 31-33) 
10.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Streptococcus pneumoniae proteins. 

11.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Neisseria 

meningitidis type B proteins. 

12.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for 

use as a vaccine. 

13.!A sterile liquid formulation of 

pneumococcal capsular polysaccharides of 

serotypes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and 23F individually 

conjugated to CRM197, for use as a vaccine. 

The pneumococcal vaccine will be 

selected from the following serotypes 1, 2, 

3, 4, 5, 6B, 7F, 8, 9N, 9V, 10A, 11A, 12F, 

14, 15B, 17F, 18C, 19A, 19F, 20, 22F, 

23F and 33F. ... A 13 valent pediatric 

(infant) vaccine may also include 

serotypes of 6A and 19A whereas a 13-

valent elderly vaccine may include 

serotypes 8 and 12F. (page 5, lines 12-18) 

 

The primary carrier protein need not be 

limited to a specific embodiment but may 

include proteins or fragments thereof of 

DT (Diphtheria Toxoid). ... Preferably, it 

is DT, TT or CRM197. (page 4, lines 25-

30) 

 

The vaccine of the preparation invention 

may be stored in solution or lyophilized 

…. 

All essential features 

of the present patent 

are disclosed in D1. 

14. The sterile liquid formulation of claim 

13, which is formulated such that each of 

the 0.5 mL dose contains: 2 !g of each 

The range of the saccharide is present at 

Table 2 wherein it is stated that it can be 

in the range of 2 µg to 3 µg for several 

The ranges of the 

present patent fall 

within the range of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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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charide, except for 6B at 4 !g; 

approximately 29 !g CRM197 carrier 

protein; 0.125 mg of elemental aluminum 

(0.5 mg aluminum phosphate) adjuvant; 

and sodium chloride and sodium succinate 

buffer as excipients. 

carriers and the range for 6B is provided 

between 5 µg to 10 µg. The range of the 

carrier protein is provided from 10 µg to 

42 µg. the Content of aluminum is 

provided between 0.16 mg. to 0.32 mg. 

15. The composition of claim 7,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antigens for use 

against otitis media caused by infection 

with bacteria other than Streptococcus 

pneumoniae. 

One or more Moraxella catarrhalis 

protein antigens can also be included in 

the combination vaccine. Thus, the 

present invention is an improved method 

to elicit a (protective) immune response 

against Otitis media in infants. (page 7, 

lines 1-7) 

 

The present invention further provides an 

improved vaccine for the prevention or 

amelioration of pneumococcal infection in 

infants (e.g., Otitis media), by relying on 

the addition of pneumococcal proteins 

to S. pneumoniae conjugate compositions 

of the invention. (page 6, lines 31-33) 

All essential features 

of the present patent 

are disclosed in D1. 

16. The composition of claim 15, wherein 

the bacteria other than Streptococcus 

pneumoniae are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nontypable Haemophilus 

influenza, Moraxella catarrhalis and 

Alloiococcus otitidis. 

17.!The composition of claim 7,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Streptococcus 

pneumoniae proteins. 

18. The composition of claim 7,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Neisseria 

meningitidis type B proteins. 

19.!The composition of claim 7, for use as a 

vaccine. 

 

From [Table 1] above, it may be noted that compositions similar to that claimed by the 

present patent are already set out in D1. Further it may be noted that the subject matter 

of all claims of the present patent are fully claimed in D1. Thus, it is submitted that all 

claims 1 to 19 of the present patent are anticipated by D1 and therefore ought to be 

rejected on this ground only. 

 

2. Lack of novelty based on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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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submitted that all claims 1-19 of the present patent are also anticipated by 

disclosure in WO2000/056359 by GlaxoSmithKli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D2” and 

attached herewith as Exhibit 2). 

 

D2 is drawn to bacterial polysaccharide antigen vaccines comprising protein antigen 

obtained from Streptococcus pneumoniae. 

 

The polysaccharide may be obtained from various serotypes that may form a part of the 

vaccine, the carrier proteins, the formulations are all disclosed and set out at D2. This 

may be clearly illustrated by means of a Table. See Table 2 below. 

 

[TABLE 2] 

 

The present patent D2 Comments 

1. A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comprising: 13 distinct 

polysaccharide-protein conjugates, together 

with a physiologically acceptable vehicle, 

wherein each of the conjugates comprises a 

capsular polysaccharide from a different 

serotype of Streptococcus pneumoniae 

conjugated to CRM197 carrier protein, and 

the capsular polysaccharides are prepared 

from serotypes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and 23F. 

 

Claim 1 after correction 

A 13-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for 

use as a pneumococcal vaccine, 

comprising: 13 distinct polysaccharide-

protein conjugates, together with a 

physiologically acceptable vehicle, wherein 

each of the conjugates comprises a capsular 

polysaccharide from a different serotype of 

Typically the Streptococcus pneumoniae 

vaccine of the present invention will 

comprise polysaccharide antigens 

(preferably conjugated), wherein the 

polysaccharides are derived from at least 

four serotypes of pneumococcus.  More 

preferably still, at least 11 serotypes are 

included in the composition, for example 

the composition in one embodiment 

includes capsular polysaccharides derived 

from serotypes 1, 3, 4, 5, 6B, 7F, 9V, 14, 

18C, 19F and 23F (preferably 

conjugated). In a preferred embodiment of 

the invention at least 13 polysaccharide 

antigens (preferably conjugated) are 

included…whereas for infants or 

toddlers (where otitis media is of more 

concern) serotypes 6A and 19A are 

advantageously included to form a 13 

valent vaccine. (page 11, line 20 to page 

All essential features 

of Claim 1 of the 

present patent before 

correction and after 

correction are 

disclosed in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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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ptococcus pneumoniae conjugated to 

CRM197 carrier protein, and the capsular 

polysaccharides are prepared from 

serotypes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and 23F. 

12, line 8) 

 

....polysaccharides may be conjugated 

to protein carriers, which provide 

bystander T-cell help. It is preferred, 

therefore, that the polysaccharides utilised 

in the invention are linked to such a 

protein carrier. Examples of such carriers 

which are currently commonly used for 

the production of polysaccharide 

immunogens include the Diphtheria and 

Tetanus toxoids (DT, DT CRM197 and TT 

respectively), Keyhole Limpet 

Haemocyanin (KLH), OMPC from N. 

meningitidis, and the purified protein 

derivative of Tuberculin (PPD). (page 14, 

lines 14-20) 

2.!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claim 

1, further comprising an adjuvant. 

The vaccines of the present invention 

are preferably adjuvanted. Suitable 

adjuvants include an aluminium salt such 

as aluminium hydroxide gel (alum) or 

aluminium phosphate, but may also be a 

salt of calcium, iron or zinc, or may be an 

insoluble suspension…. (page 15, line 4-

8) 

The use of an 

aluminum base 

adjuvant is disclosed. 3. The immunogenic composition claim 2, 

wherein the adjuvant is an aluminum-based 

adjuvant. 

4. 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claim 

3, wherein the adjuvant is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aluminum phosphate, 

aluminum sulfate and aluminum hydroxide. 

5. 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claim 

4, wherein the adjuvant is aluminum 

phosphate. 

6. A composition for inducing an immune 

response to a Streptococcus pneumoniae 

capsular polysaccharide conjugate, 

comprising an immunologically effective 

amount of the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Further embodiments of the present 

invention include: the provision of the 

above antigenic compositions for use in 

medicine; a method of inducing an 

immune response to a Streptococcus 

pneumoniae capsular polysaccharide 

conjugate, comprising the steps of 

administering a safe and effective amount 

of one of the above antigenic 

compositions to a patient; and the use of 

one of the above antigenic compositions 

in the manufacture of a medicament for 

the prevention (or treatment) of 

All essential features 

of the present patent 

are disclosed in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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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eumococcal disease. (page 21, lines 18-

24) 

7. The composition of claim 6, wherein the 

immunogenic composition is a single 0.5 

mL dose formulated to contain: 2 !g of 

each saccharide, except for 6B at 4 !g; 

approximately 29 !g CRM197 carrier 

protein; 0.125 mg of elemental aluminum 

(0.5 mg aluminum phosphate) adjuvant; 

and sodium chloride and sodium succinate 

buffer as excipients. 

The content of protein antigens in the 

vaccine will typically be in the range 1 – 

l00!g, preferably 5-50!g, most typically 

in the range 5 - 25!g. (page. 18, lines 17-

18) 

 

Quantities of aluminium-based adjuvant 

added per dose should preferably be less 

than 50 !g, more preferably less than 30 

!g, still more preferably less than 10 

!g...(page 19, lines 14-17) 

The ranges of the 

present patent fall 

within the range of D2. 

8.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antigens for 

use against otitis media caused by infection 

with bacteria other than Streptococcus 

pneumoniae. 

It is envisaged that such a vaccine will be 

also useful in treating pneumococcal 

infection (for instance otitis media) in 

other high risk groups of the population, 

such as for infants or toddlers. (page 11, 

lines 14-16) 

 

The combined vaccine may also comprise 

other antigen, such as Hepatitis B surface 

antigen (HBsAg), Polio virus antigens (for 

instance inactivated trivalent polio virus – 

IPV), Moraxella catarrhalis outer 

membrane proteins, non-typeable 

Haemophilus influenza proteins, N. 

meningitidis B outer membrane proteins. 

(page 26, lines 4-8) 

All essential features 

of the present patent 

are disclosed in D2. 

9.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claim 8, wherein the 

bacteria other than Streptococcus 

pneumoniae are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nontypable Haemophilus 

influenza, Moraxella catarrhalis and 

Alloiococcus otitidis. 

10.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Streptococcus pneumoniae proteins. 

11.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Neisseria 

meningitidis type B proteins. 

12. The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any one of claims 1 to 5, for 

use as a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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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A sterile liquid formulation of 

pneumococcal capsular polysaccharides of 

serotypes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and 23F individually 

conjugated to CRM197, for use as a vaccine. 

Typically the Streptococcus pneumoniae 

vaccine of the present invention will 

comprise polysaccharide antigens 

(preferably conjugated), wherein the 

polysaccharides are derived from at least 

four serotypes of pneumococcus.  More 

preferably still, at least 11 serotypes are 

included in the composition, for example 

the composition in one embodiment 

includes capsular polysaccharides derived 

from serotypes 1, 3, 4, 5, 6B, 7F, 9V, 14, 

18C, 19F and 23F (preferably 

conjugated). In a preferred embodiment of 

the invention at least 13 polysaccharide 

antigens (preferably conjugated) are 

included…whereas for infants or 

toddlers (where otitis media is of more 

concern) serotypes 6A and 19A are 

advantageously included to form a 13 

valent vaccine. (page 11, line 20 to page 

12, line 8) 

 

....polysaccharides may be conjugated 

to protein carriers, which provide 

bystander T-cell help. It is preferred, 

therefore, that the polysaccharides utilised 

in the invention are linked to such a 

protein carrier. Examples of such carriers 

which are currently commonly used for 

the production of polysaccharide 

immunogens include the Diphtheria and 

Tetanus toxoids (DT, DT CRM197 and TT 

respectively), Keyhole Limpet 

Haemocyanin (KLH), OMPC from N. 

meningitidis, and the purified protein 

derivative of Tuberculin (PPD). (page 14, 

lines 14-20) 

 

The polysaccharide is solubilized in 

water or a saline solution. CDAP is 

dissolved in acetonitrile and added 

immediately to the polysaccharide 

solution. (page 23, lines 28-29) 

All essential features 

of the present patent 

are disclosed in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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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he sterile liquid formulation of claim 

13, which is formulated such that each of 

the 0.5 mL dose contains: 2 !g of each 

saccharide, except for 6B at 4 !g; 

approximately 29 !g CRM197 carrier 

protein; 0.125 mg of elemental aluminum 

(0.5 mg aluminum phosphate) adjuvant; 

and sodium chloride and sodium succinate 

buffer as excipients. 

The content of protein antigens in the 

vaccine will typically be in the range 1 – 

l00!g, preferably 5-50!g, most typically 

in the range 5 - 25!g. (page. 18, lines 17-

18) 

 

Quantities of aluminium-based adjuvant 

added per dose should preferably be less 

than 50 !g, more preferably less than 30 

!g, still more preferably less than 10 

!g...(page 19, lines 14-17) 

The ranges of the 

present patent fall 

within the range of D2. 

15. The composition of claim 7,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antigens for use 

against otitis media caused by infection 

with bacteria other than Streptococcus 

pneumoniae. 

It is envisaged that such a vaccine will be 

also useful in treating pneumococcal 

infection (for instance otitis media) in 

other high risk groups of the population, 

such as for infants or toddlers. (page 11, 

lines 14-16) 

 

The combined vaccine may also comprise 

other antigen, such as Hepatitis B surface 

antigen (HBsAg), Polio virus antigens (for 

instance inactivated trivalent polio virus – 

IPV), Moraxella catarrhalis outer 

membrane proteins, non-typeable 

Haemophilus influenza proteins, N. 

meningitidis B outer membrane proteins. 

(page 26, lines 4-8) 

All essential features 

of the present patent 

are disclosed in D2. 

16. The composition of claim 15, wherein 

the bacteria other than Streptococcus 

pneumoniae are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nontypable Haemophilus 

influenza, Moraxella catarrhalis and 

Alloiococcus otitidis. 

17.!The composition of claim 7,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Streptococcus 

pneumoniae proteins. 

18. The composition of claim 7, further 

comprising one or more Neisseria 

meningitidis type B proteins. 

19.!The composition of claim 7, for use as a 

vaccine. 

 

 

From [Table 2] above, it may be noted that compositions similar to that claimed by the 

present patent are already set out in D2. Further it may be noted that the subjec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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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ll claims of the present patent are fully claimed in D2. Thus, it is submitted that all 

claims 1 to 19 of the present patent are anticipated by D2 and therefore ought to be 

rejected on this ground only.  

 

 

III. INVALIDATION GROUND 2: Violation of Article 29(2) of 

the Patent Act (lack of inventive step) 

 

The inventions of all claims of the present patent could be easily conceived from the 

disclosures in D1 and D2 mentioned in Section II above, and thus it is obvious and clear 

that the inventions do not involve any inventive step. 

 

All aspects of claims 1-19 are obvious by disclosure in prior art and do not have any 

inventive merit and ought to be rejected on this ground alone.  

 

The present patent pertains to a multivalent pneumococcal polysaccharide protein 

conjugate, which is capable of being given to infants and young children throughout the 

world. Infants and children’s respond poorly to most of the pneumococcal 

polysaccharides, which has necessitated chemically conjugating the polysaccharide 

moieties to detoxified bacterial toxin proteins.  

 

It is submitted that immunogenic polysaccharide protein conjugates were known as 

early as 1980’s and the resulting vaccines were used for immunizing human infants 

against infections. For instance, US 4902506 (hereinafter referred to as “D3”) published 

on 20 February, 1990 annexed herewith as Exhibit 3, by The University of Rochester, 

discloses immunogenic conjugates obtained by conjugating bacterial capsular polymer 

of a bacterial pathogen and bacterial toxin or toxoid and the use of such conjugates for 

providing extremely high levels of anti-capsular polymer antibodies in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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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discloses an immunogenic conjugate comprising capsular polymer derived from 

Streptococcus pneumoniae which is conjugated to a bacterial toxin or toxoid being 

CRM197. D3 also discloses several serotypes of Streptococcus pneumoniae such as 

serotype 3, 6, 12, 14, 19, 23 and 51. The relevant portions are reproduced herein below 

for ready reference. 

 

An immunogenic conjugate comprising the reductive amination product of a capsular 

polymer fragment having a chain length of from about 10 to about 30 monomeric 

units and at least two carbonyl groups, which fragment is derived from the capsular 

polymer of a Streptococcus pneumoniae or Haemophilus influenzae bacterium, and a 

bacterial toxin or toxoid, said conjugate comprising a crosslinked conjugate (Claim 

1). 

 

The immunogenic conjugate of claim 1, wherein the toxoid is CRM197 (Claim 5). 

 

The immunogenic conjugate of claim 1, wherein the bacterial pathogen is 

Streptococcus pneumoniae serotype 3 (Claim 13). 

 

The immunogenic conjugate of claim 1, wherein the bacterial pathogen is 

Streptococcus pneumoniae serotype 6 (Claim 14). 

 

The immunogenic conjugate of claim 1, wherein the bacterial pathogen is 

Streptococcus pneumoniae serotype 12 (Claim 15). 

 

The immunogenic conjugate of claim 1, wherein the bacterial pathogen is 

Streptococcus pneumoniae serotype 14 (Claim 16). 

 

The immunogenic conjugate of claim 1, wherein the bacterial pathoge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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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ptococcus pneumoniae serotype 19 (Claim 17). 

 

The immunogenic conjugate of claim 1, wherein the bacterial pathogen is 

Streptococcus pneumoniae serotype 23 (Claim 18). 

 

The immunogenic conjugate of claim 1, wherein the bacterial pathogen is 

Streptococcus pneumoniae serotype 51 (Claim 19). 

 

Therefore, it can be clearly seen that conjugates comprising bacterial capsular polymer 

and toxoid are already known for preparation of vaccines which can be administered to 

infants against systemic infections. 

 

US 5623057 (hereinafter referred to as “D4”) published on 22 February, 1997 annexed 

herewith as Exhibit 4, discloses pneumococcal polysaccharide conjugate vaccine. The 

conjugate vaccine disclosed in D4 comprises capsular polysaccharide obtained from 

Streptococcus pneumoniae bacteria which is linked to an immunogenic carrier protein. 

The conjugated vaccine is used for the prevention of pneumococcal infection in 

infections and younger children. 

 

The relevant paragraph in D4 is illustrated herein below for ready reference. 

 

Novel conjugate vaccine comprising partially hydrolyzed, highly purified, capsular 

polysaccharide (Ps) from Streptococcus pneumoniae bacteria (pneumococci, Pn) 

linked to an immunogenic carrier protein, is produced by a new process. The 

conjugate is useful in the prevention of pneumococcal infections. (Exhibit 4,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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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D4 discloses polysaccharide derived from Streptococcus pneumoniae and 

several serotypes such as 1, 2, 3, 4, 5, 6B, 7F, 8, 9N, 9V, 10A, 11A, 12F, 14, 15B, 17F, 

18C, 19F, 19A, 20, 22F, 23F, and 33F. The preferred serotype being 4, 6B, 9V, 14, 18C, 

19F, or 23F. 

 

Thus, from the above, it can be seen that conjugates comprising capsular polysaccharide 

from different serotypes of Streptococcus pneumoniae conjugated to a carrier protein 

are already known for treatment of pneumococcal infections in infants and children 

much before the priority date of the present patent. Additionally, method of treatment 

and the use of such conjugates in vaccine formulations to prevent pneumococcal 

induced diseases are also already known and well established in prior art.  

 

Pneumococcal vaccines are now established more than 3 decades. The earlier issues of 

the Pneumococcal vaccines involved poor immunogenicity. By late 90s, the problem of 

increasing immunogenicity in vaccines were sorted out by conjugating bacterial toxins 

to vaccines and success was achieved using this principal in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Hib)  conjugate vaccine. The same principal was applied in a 7-valent 

immunological vaccine for pneumococcal diseases and the vaccine was sufficiently 

immunogenic. However, due to the increase in multi-resistant strain, further serotypes 

were added to vaccine. Several 7-, 9-, 11-, 13- and 23- valent vaccines comprising 

polysaccharides conjugated to a carrier protein are disclosed in several publications. 

 

For instance, Nontambi Mbelle and co-workers (hereinafter referred as “D5” and 

annexed herewith as Exhibit 5) published a research work titled “Immunogenicity and 

impact on nasopharyngeal carriage of a nonavalent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in Journal of Infect Dis. 1999 Oct; 180(4):1171-6.  D5 discloses a study based on the 

effect of immunogenicity of 9-valent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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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opharyngeal carriage. 

 

D5 discloses a 9-valent pneumococcal vaccine where serotypes 1, 4, 5, 9V, 14, 18C, 

19F, and 23F are conjugated to CRM197. The relevant portion is reproduced herein 

below for ready reference. 

 

A randomized, double-blind study of the safety, immunogenicity, and impact on 

carriage of a 9-valent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was undertaken. (Exhibit 5, 

page 1171, right column, 2nd para) 

 

D5 also discloses the exact amount per 0.5 ml dose for intramuscular application.  

 

Injections of 0.5 mL of trial vaccine or placebo, HbOC-DTP, and hepatitis B vaccines 

were given intramuscularly in the left thigh, right lower thigh, and right upper thigh, 

respectively. (Exhibit 5, page 1172, left column, 1st para) 

 

Further D5 also clearly states the use of 2µg for all serotypes other than 6B which 

requires the double amount i.e., 4 µg. 

 

The vaccine contained 2 µg of the carbohydrate of serotypes 1, 4, 5, 9V, 14, 18C, 

19F, and 23F carbohydrate and 4 µg of serotype 6B conjugated to mutant diphtheria 

toxin CRM197. (Exhibit 5, page 1171, right column, 2nd para) 

 

D5 further assessed the impact of the 9-valent vaccine on carriage of different 

Streptococcus pneumoniae strains in Table 2 at page 1173. Table 2 compares the 

number of children carrying particular serotypes in vaccinated and control group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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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s that vaccination with 6B and 19F in the 9-valent vaccine conferred little or no 6A 

and 19A cross protection in the vaccinated children.  

 

 

 

D5 then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including atleast serotype 6A in future 

generations of vaccine in view of this lack of cross-reactivity. Thus, from the above it 

can clearly be seen that vaccine formulations containing 7-valent Streptococcus 

pneumoniae polysaccharide conjugated to CRM197 are already disclosed in prior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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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after, a publication by William P. Hausdorff, John Bryant, Peter R. Paradiso and 

George R. Siber, (hereinafter referred as “D6” and annexed herewith as Exhibit 6), 

titled “Which Pneumococcal Serogroups Cause the Most Invasive Disease: Implications 

for Conjugate Vaccine Formulation and Use, Part I,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2000; 

30:100-21. 

 

D6 discloses the exact serotypes of hepta-, nona- and undeca-valent conjugated 

pneumococcal vaccines and discloses the same at page 101, right column, vaccine 

formulations. The relevant paragraph is reproduced hereinbelow for ready reference. 

 

 
 

(Exhibit 6, page 101, right column, the “Vaccine formulations” section) 

 

Further, D6 also specifically taught about adding 6A and 19A to future vaccines and 

analyzed data sets to compare serogroups causing invasive pneumococcal disease (IPD) 

with those represented in conjugated vaccine formulations. D6 also discloses a PCV7 

vaccine including serotypes 4, 6B, 9V, 14, 18C, 19F and 23F, as well as 9-valent 

formulations further including serotypes 1 and 5 and 11-valent formulations further 

including serotypes 3 and 7F. D6 also points out that 6A and 19A are important 

serotypes not covered by those vaccines. The same is disclosed at page 106, left column, 

2nd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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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6, page 106, left column, 2nd para) 

 

D6 also teaches that level of cross protection provided by serotypes 6B and 19F (which 

are already present in the 7-, 9- and 11- valent vaccines) against similar serotypes 6A 

and 19A was not known and discloses the same at page 110, left column, 3rd para. 

 

 
 

(Exhibit 6, page 110, column, 3rd para) 

 

Thus, by a mere reading of D6, a skilled person would reach the invention of the present 

patent by following the try and see approach because a 13-valent composition in which 

6A and 19A are added to the existing 11-valent composition has been disclosed in 

theoretical terms in D6 and thus there would have been no practical difficulty in making 

it as there was a clearly significant motivation to make it. 

 

Another article by S.K. Obaro, “The new pneumococcal vaccine”, European Society of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s,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 

Volume 8 Number 10, October 2002, 8, 623-633), (hereinafter referred to as “D7” and 

herewith as Exhibit 7). D7 discloses that the significance of capsular serotypes was 

understood and such an understanding was instrumental in determining the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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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otypes and the virulence. 

 

S. pneumoniae (pneumococcus) is capsulated Gram-positive bacterium….. 

Knowledge of the prevalent serotypes and epidemiology of disease in a given 

population is crucial to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ny vaccination 

program. (Exhibit 7, page 624, left column, just below the “THE 

PNEUMOCOCCUS” section) 

 

D7 further discloses that on understanding the significance of capsular serotypes, the 

focus on polyvalent vaccines were based on the prevalent serotypes and that a 23 valent 

capsular polysaccharide vaccine was tested in children less than 2 years old. D7 also 

discloses that the vaccine suffered from poor immunological response in age group less 

than 2 years old and that this was due to lack of T-cell involvement, which is a pre-

requisite for antibody response and memory. D7 also points out that the immune 

response can be enhanced by coupling the polysaccharide antigen to a protein carrier 

and form a polysaccharide-protein conjugate which would promote antigens specific B-

cell proliferation and memory maturation and that the said principle was already tested 

with success in the Hib vaccine. (see the paragraph bridging pages 625 and 626). 

 

D7 also traces out the development of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s and discloses 

that several carrier protein were selected and tested for conjugation which include 

diphtheria and tetanus toxoids, the meningococcal outer membrane complex and 

diphtheria protein CRM197. D7 discloses that the 7- valent vaccine which was currently 

marketed, utilized CRM protein and 2 µg each of capsular proteins from serotypes 4, 9B, 

14, 19F, 23F, 18C and 4 µg. of 6B and 20 µg. of CRM197 and 0.125 mg of aluminum in 

a 0.5 ml dose with aluminum phosphate as adjuvant. (see page 626, left column, just 

below the “Vaccine compositio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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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also discloses that the 7 valent vaccine was demonstrated to be safe, immunogenic 

and efficacious against pneumonia. (see pages 626 and 627). 

 

D7 also clearly points out that the limitation of the 7 valent vaccine is the number of 

serotypes and that in future, one may examine to increase the number of serotypes. (see 

page 629,  column 7, last para). 

 

Several epidemiological studies are conducted regularly with respect to pneumococcal 

vaccines and this sets out the infection by various serotpyes of proteins. One such article 

by Cynthia G. Whitney, M.D., M.P.H., Mokica M. Farley, M.D., James Hadler, M.D., 

M.P.H., Lee H., Harrison, M.D., Nancy M. Bennett, M.D., Ruth Lynfield, M.D., Authur 

Reingold, M.D., Paul R. Cleslak, M.D., Tamara Pillishvili, M.P.H., Delois Jackson, 

M.S.A., Richard R. Racklam, Ph.D., James H. Jorgensen, Ph.D., and Anne Schuchat, 

M.D., “Decline in Invasive Pneumococcal Disease after the Introduction of Protein – 

Polysaccharide Conjugate Vaccine, for the Active Bacterial Core Surveillance of the 

Emerging Infections Program Network”,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May 1, 

2003, Vol. 348 No. 18 (hereinafter referred to as “D8” and annexed herewith as Exhibit 

8).  D8 discloses the various serotypes and the changes in estimated rates of invasive 

pneumococcal disease amongst children under 2 years of age and this data has been 

classified from 1998 through 2001. The table of D8 is reproduced herein below for 

ready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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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us, from the above Table it can be concluded that serotypes 6A and 19A should be 

used in order to provide coverage for 6A and 19A, which is independent of cross 

protection by serotypes 6B and 19A. It can also be seen that the various serotypes of the 

present specification including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and 23F 

are all shown to be responsible for the IPD disease. D8 clearly discloses that when 

serotypes as set out in the Table 1, is reproduced for children under 2 years showing a 

decrease of 78% in vaccine serotypes 

 

Later in year 2004, 9-, 11-, 13- and 23-valent polysaccharides (VNP-23v) and other 

conjugated vaccines were developed to prevent invasive pneumococcal illness and is 

disclosed in an article by C. De La Peña, M.M. Sánchez and M. Suárez, (herein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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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red as “D9” and annexed herewith as Exhibit 9) titled “Present and future of the 

vaccination against pneumonia”, in pediatrika 24(4):47-55, April 2004. (An English 

version of the above article is also annexed herewith as Exhibit 9-1.) 

 

D9 discloses the state of pneumococcal vaccines field in 2004 and discusses about 

future developments. It discloses a 13-valent vaccine comprising 13 serotypes and that 

this 13- valent vaccine is a conjugate vaccine. The relevant para is disclosed at page 11, 

lines 1-5 of Exhibit 9-1. 

 

 

 
 

 

D9, however, does not discloses specific carrier protein CRM197. Instead, a skilled 

person would itself select CRM197 as the carrier protein for 13-valent composition 

because of its known advantages and the prior use of CRM197 as the sole carrier in 

pneumococcal compositions. Therefore, conjugating the polysaccharides in the 13-

valent vaccine to CRM197 would therefore have been obvious to the skilled person.  

 

Also, compositions containing such polysaccharide conjugated to carrier protein and 

further comprising aluminium phosphate as additive are obvious by disclosure in prior 

art and do not have any inventive merit. 

 

Hence, all claims 1-19 of the present patent lack inventive step over D3 to D9 and 



37 
 

therefore the claims ought to be rejected on this ground only. 

 

 

IV. INVALIDATION GROUND 3: Violation of Article 42(3) of 

the Patent Act (lack of enablement)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resent patent does not clearly and concisely describe the 

invention in such a manner that a skilled artisan could easily carry out the invention, and 

thus it violates the provision of Article 42(3) of the Patent Act. 

 

The background of the present specification discloses that there is a vaccine already 

available for pneumococcal disease and the vaccine covers around 80-90% of the 

pneumococcal disease (IPD) in US and about 60-80% in Europe and 40-80% in the rest 

of the world and submits that several surveillance studies for IPD are available and 

suggest that based on the relative burden and importance of IPD due to certain serotypes 

of 1, 3, 5, 6A, 7F and 19A, the formulation containing these serotypes is expected to 

reduce the burden. 

 

The present specification sets out at the Summary of the Invention that the present 

invention is drawn to a multivalent immunogenic composition of 13 different serotypes 

of Streptococcus pneumoniae. 

 

However, the present specification does not set out at any instance as to the novelty in 

adding different stereotypes to the already existing formulation nor does it set out any 

technical problem that has been sorted out in obtaining the purported 13 valent vaccine 

of the present specification nor does it demonstrate the utility of the said 13 valent 

vaccine in reducing the IPD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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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examination stage, Claim 1 of the present patent was amended to introduce 

the carrier protein CRM197.  It is submitted that such an amendment does not have no 

basis of support in the present specification. Claim 1 does not specify any level of the 

carrier protein CRM197, any amount of polysaccharide and is not restricted to the 

serotypes set out in claim 1.  

 

In addition, the present specification does not discuss the immunological aspects of the 

multivalent vaccine of Claim 1 nor does it disclose any carrier mediator immune 

separation nor does it suggest the best carrier protein that can be used advantageously in 

performing the present specification. 

 

Therefore,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resent patent does not clearly and concisely 

describe the invention in such a manner that a skilled artisan could easily carry out the 

invention, and thus it violates the provision of Article 42(3) of the Patent Act. 

 

 

V. CONCLUSION 

 

As explained above, all claims of the present patent lack novelty from D1 or D2 and 

thus should be invalidated pursuant to Article 29(1)(ii) of the Patent Act. 

 

In addition, all claims of the present patent lack inventive step over D3 to D9 and thus 

should be invalidated pursuant to Article 29(2) of the Patent Act. 

 

Furthermore,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resent patent does not clearly and 

concisely describe the invention in such a manner that a skilled artisan could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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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y out the invention, and thus the present patent should be invalidated for violating 

the provision of Article 42(3) of the Patent Act. 

 

In conclusion, the present patent should be invalidated in every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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