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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1. The Petit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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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Niger, Ni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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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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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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the available 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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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facturers’ pricing policies.5 Affordable pricin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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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UNICEF Supply Division,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Supply and Demand Update. August 2016,  
https://www.unicef.org/supply/files/Pneumococcal_Conjugate_Vaccine_(PCV)_-_August_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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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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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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xminarayan R, Matsoso P, Pant S, Brower C, Røttingen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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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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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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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Ref. UNICEF Supply Division Vaccine Price Database, https://www.unicef.org/supply/files/DTP-HepB-Hi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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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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izer’s PCV13 (Prevnar 13), as stated in item 2 above, is currently protected by Korean 

Patent No. 1298053 to Defendant (Respondent) Wyeth LLC (hereinafter referred to as 

“Wyet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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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nce, on April 25, 2017, the Petitioner submitted an Amicus Brief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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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fortunately, on 

November 29, 2017, the Patent Court dismissed the invalidation action requested by the 

Plaintiff (Appellant: SK Chemicals) (hereafter the Patent Court Decision will be referred to as 

“the Decision”).  

 

10. However, the Decision involves significant legal defects that affected the judgment resulting 

from mis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 of inventive step assessment (Reason 1 for 

Appeal), violation of the legal principle of evidence collecting (Reason 2 for Appeal) and 

insufficient hearing (Reason 3 for Appeal).  Hence, the Decision should be reversed. 

 

11. The Petitioner also wants to draw attention of the Supreme Court that the equivalent patent 

has been challenged in a number of major jurisdictions showing its questionable technical 

merits. It has been revoked by the European Patent Office and Chinese State Intelle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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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Office. The equivalent patent is also under inter parte review and post-grant review 

before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s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12. This leads to the submission of the present Petition to the Supreme Court in order to inform 

the judges of the above legal defects of the Decision, and the public health impact of the case. 

 

 

II. LEGAL DEFECTS OF THE DECISION 

 

1. Mis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 of inventive step assessment (Reason 

1 for Appeal) 

 

In the Decision, the judges determined as follows: At the time of the priority date of the present 

patent it was known that the immune interference phenomenon occurs in conjugate vaccines as 

the valency increases (pages 27-39 of the Decision), and the present patent solved such immune 

interference phenomenon, thereby providing a polysaccharide-protein composition that shows 

immunogenicity for all of the 13 serotypes (page 20, first paragraph of the Decision). Therefore, 

the cited prior art documents cannot deny the inventive step of the present patent because the 

documents do not show immunogenicity of the conjugate vaccines disclosed therein. 

 

However, solving the immune interference phenomenon is not the problem to be solved by the 

present patent, and there is not even a single mention in the specification of the present patent 

regarding the immune interference phenomenon.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 in view of the results of studies reported in many papers, the 

inventors concluded that a large burden of invasive pneumococcal disease (IPD) was 

attributable to pneumococcal serotypes 1, 3, 5, 6A, 7F and 19A.  Based on this, the inventors 

acknowledged that the problem to be solved by the present patent is adding the above 6 

serotypes to the existing Prevnar vaccine (see the following paragraph on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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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while paragraph [0024] of the specification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failure case of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as follows, there is no mention of the 

immune interference phenomenon (see the following paragraph on page 6). 

 

 

 

As shown above, solving the immune interference phenomenon is not the problem to be solved 

by the present patent, and the present patent does not provide any technical means to solve the 

immune interference phenomenon. 

 

The technical means adopted by the present patent as understood by the description of Claim 1 

is the use of CRM197 as a carrier protein for the 13 pneumococcal serotypes.  However, the 

combination of the above 13 pneumococcal serotypes is already known, and the use of CRM197 

as a carrier protein is also already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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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e present patented invention should not be recognized to have inventive step 

because it could have been easily conceived by a skilled artisan from the combination of D1-1, 

D1-2 and D2 as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able. 

 

Prior arts Disclosure 

D1-1 

 

 

D1-2 Pneumococcal vaccine (Prevnar) will be imported from Wyeth USA in the form 

of bulk carrier protein (CRM) and purified serotypes.  Pneumococcal vaccine is 

manufactured by conjugation in the pneumococcal conjugation treatment chamber 

of the finished drug facility, followed by the formulation and filling process in the 

pneumococcal treatment room. Prevnar can be manufactured as pneumococcal 

protein conjugate 7-, 9- or 13-valent vaccine.  Among the 13 serotypes, 6 

serotypes are conjugated via a chemical conjugation process using DMSO, and 

the others are conjugated using sodium phosphate buffer solution.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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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above, in the Decision, the judges erroneously recognized that a problem that the 

present patent did not intend to solve is the problem which was intended to be solved by the 

present patent.  The judges further erroneously recognized that the present patent indeed 

solved the said problem.  Based on these erroneous assumptions, the judges came to the 

wrong conclusion that the cited prior art documents cannot deny inventive step of the present 

patent because the documents do not disclose whether the same problem was solved thereby.  

Hence, the Decision involves a legal defect, a mis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 of 

inventive step assessment,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judgment.  In this respect, the 

Decision is unlawful. 

 

2. Violation of the legal principle of evidence collecting (Reason 2 for Appeal) 

 

In the Decision, based on the various evidences stated on pages 27-39 that was submitted by 

the Defendant (Respondent), the judges determined as follows: At the time of the priority date 

of the present patent, the competitor pharmaceutical companies did not use CRM197 as a carrier 

protein for a conjugate vaccine but used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carrier proteins (Sanofi 

used the combination of DT and TT) or developed and used a new carrier protein (Glaxo 

developed and used a new carrier protein PD).  This fact verifies the point that at the time of 

the priority date there was a concern in the art about immune interference when CRM197 is used 

as a single carrier and the point that the competitor pharmaceutical companies followed 

(respected) a negative perception about the use of a single carrier (pages 27-39 of the Decision). 

 

However, the reason why the competitor pharmaceutical companies did not use CRM197 but 

had to use such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carrier proteins or had to develop a new carrier 

protein at the time of the priority date of the present patent (April 8, 2005) was because a valid 

patent was existent at that time which protected the Defendant (Respondent)’s Prevnar7 (7-

valent pneumococcal CRM197 conjugate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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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ove patent is US Patent No. 5,360,897 (Plaintiff’s Exhibit No. 131), the patent term of 

which was extended based on Prevnar7 and thus was valid from November 1, 1994 to June 7, 

2007 (Plaintiff’s Exhibit No. 168-1).  Due to the existence of this patent, the competitor 

pharmaceutical companies had to use a different type of carrier protein other than CRM197 in 

developing the same 7-valent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or a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with further serotypes added.  It is not true that these competitor pharmaceutical 

companies used a carrier protein other than CRM197 because they followed (respected) the 

negative perception at that time for the use of CRM197 as a single carrier. 

 

Furthermore, paragraph [0024] in the specification as quoted in Reason 1 for Appeal above 

recites “an 11-valent pneumococcal protein D conjugate vaccine (11-Pn-PD),” which is the 

above-mentioned 11-valent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using a new carrier protein (PD) 

developed by Glaxo.  While the inventors of the present patent provide very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is conjugate vaccine being a failure case, they do not state that the 

background of development for that vaccine was due to “the immune interference phenomenon” 

or that the cause of the failure was “the immune interference phenomenon.” 

 

Despite the above, in the Decision, the judges collectively selected only the evidence of the 

Defendant (Respondent), failed to consider other evidences such as the patent relating to 

Prevnar7 and erroneously determined that at the time of the priority date of the present patent 

there was a concern in the art about immune interference when CRM197 is used as a single 

carrier, and the competitor pharmaceutical companies followed (respected) such a negative 

perception for the use of a single carrier.  Hence, the Decision involves a legal defect, a 

violation of the legal principle of evidence collecting, and thus the judges erroneously 

recognized the facts, thereby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the present patent has inventive step,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judgment.  In this respect, the Decision is unlawful. 

 

3. Insufficient hearing (Reason 3 for Appeal) 

 

In the Decision, the judges determined that at the time of the priority date of the present patent 

the immune interference phenomenon also occurred in conjugate vaccines in which CRM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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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used as a carrier, and thus there was a concern in the art about immune interference when 

CRM197 is used as a single carrier (pages 32-34 of the Decision). 

 

However, the prior art documents relied on by the judges only disclose the cases of two or more 

conjugate vaccines of different antigens, while the carrier protein is commonly CRM197.  

These documents disclose that administration of said two or more conjugate vaccines of 

different antigens resulted in reduction in immunogenicity in some of the antigens contained in 

said vaccines (see below). 

 

Basis of the Decision Types of conjugate vaccines administered in combination 

Plaintiff’s Exhibit No. 54 

(published in 2000) 

(1) Hemophilus influenzae type b CRM197 conjugate vaccine 

(2) 7-valent pneumococcal CRM197 conjugate vaccine 

Defendant’s Exhibit No. 31 

(published in 1999) 

(1) 7-valent pneumococcal CRM197 conjugate vaccine 

(2) Hemophilus influenzae type b CRM197 conjugate vaccine 

(3) Diphtheria/Tetanus/acellular Pertussis vaccine (DTaP vaccine) 

Defendant’s Exhibit No. 17 

(published on April 13, 2005) 

(1) MenC CRM197 conjugate vaccine 

(2) 9-valent pneumococcal CRM197 conjugate vaccine 

 

The above documents are irrelevant to the occurrence of the immune interference phenomenon 

as the valency increases (i.e., 7-valent → 9-valent → 11-valent → 13-valent) in conjugate 

vaccines in which CRM197 is used as a carrier protein. 

 

Rather, at the time of the priority date of the present patent, D2 (published in 2004) already 

disclosed a 7-valent pneumococcal CRM197 conjugate vaccine (Prevnar7), a 9-valent 

pneumococcal CRM197 conjugate vaccine and a 11-valent pneumococcal CRM197 conjugate 

vaccine (see below).  Hence, a skilled artisan would have understood that as the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s prepared with CRM197 as a carrier protein succeeded in the 

7-valency, 9-valency and 11-valency successively, the use of CRM197 would not result in 

occurrence of the immune interference phenomenon even if the valency i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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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patent relates to a single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and does not relate to a 

combined administration of two or more conjugate vaccines of different antigens.  Hence, 

there would be no reason for a skilled artisan to put D2 aside and to particularly consider the 

aforementioned prior art documents which are directed to a combined administration of two or 

more conjugate vaccines of different antigens. 

 

As already stated above, at the time of the priority date a skilled artisan would have understood 

that as the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s prepared with CRM197 as a carrier protein 

succeeded in the 7-valency, 9-valency and 11-valency successively, the use of CRM197 would 

not result in occurrence of the immune interference phenomenon even if the valency is 

increased. 

 

Despite the above, under a situation where the hearing on D2 is insufficient, the judges 

erroneously recognized that at the time of the priority date there was a concern in the art about 

immune interference when CRM197 is used as a single carrier, and accordingly determined that 

the inventive step of the present patent cannot be denied.  Hence, the Decision involves a legal 

defect, insufficient hearing,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judgment.  In this respect, the 

Decision is unl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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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NCLUSION 

 

As explained above, the Decision involves significant legal defects that affected the judgment 

resulting from mis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 of inventive step assessment (Reason 1 

for Appeal), violation of the legal principle of evidence collecting (Reason 2 for Appeal) and 

insufficient hearing (Reason 3 for Appeal).  Hence, the Decision should be rever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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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1. 본 사건 탄원인(이하 "탄원인")은 무력 분쟁, 전염병, 의료 소외 및 자연/인공재해

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긴급 의료구호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인도주의 의료단체

인 국경없는의사회입니다.  탄원인인 국경없는의사회는 2012 년 2 월 대한민국에 

사무소 설립했습니다.  해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홍역, 뇌수막염, 황열병 및 콜레

라 등과 같은 질환에 대처하여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아

울러, 국경없는의사회는 임산부, 영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료 프로젝트에서 

정기적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5 년 한 해에만 중앙아프

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니제르, 나이지리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남수단, 및 

그리스 프로젝트에서 폐렴구균 백신을 포함한 각종 면역 의약품을 제공하였습니

다. 

 

2. "스트렙토코커스 뉴모니애(Streptococcus pneumonia)"에 의한 폐렴구균 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아동 사망 원인으로, 유년기 사망률의 16 %를 차지하며,1 

이러한 사망률의 대부분은 저소득국가(LICs)와 중간소득국가(MICs)가 불균형적

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폐렴구균 사례가 진단하기 어렵고, 여러 폐렴

구균 균주가 현재 이러한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기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을 예방하

기 위한 폐렴구균 접합백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s, PCV) 예방 접종

은 공중보건 우선순위 과제입니다.  이에, 2007 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PCV 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고, 2012 년에는 이용 

가능한 10 가 접합백신(PCV10) 및 13 가 접합백신(PCV13)을 포함시키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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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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하였습니다.2   또한, WHO 글로벌 백신 실행계획 (WHO 

Global Vaccine Action Plan, GVAP) 2011-2020 년 및 폐렴 및 설사에 대한 통

합 글로벌 실행계획 (GAPPD)에 속하는 모든 정부가 폐렴구균 접합백신 접종을 

위한 글로벌 목표를 채택하였습니다.3   그러나, 현재 국제 PCV 백신 시장은 두 

개의 공급업체-화이자(Pfizer)사의 PCV13(프리베나 13) 및 글락소스미스클라

인(GSK)사의 PCV10 (Synflorix)-가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며, 전 세계적

으로 저렴한 PCV 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3. PCV 는 가장 고가의 백신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보건부가 보편적 예방접종 프

로그램에 PCV 를 포함시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안을 실행함에 있어 그 

가격이 일차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인도주의 의료

단체, 및 아동에게 폐렴 예방 접종을 원하는 부모들 역시 (국가 보건 시스템 하에

서는 PCV 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 국

가의 약 3 분의 1 이 본 의약품의 가격적 측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PCV 를 도

입하지 못하였습니다. 4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 웹사이트의 보급국(Supply Division)에서 발행한 

의약품의 양 및 가격 정보에 의하면, 기부자 지원을 받을 자격이 상실된 중간소득

국가들의 PCV 가격은 해당 국가, 제품, 및 제조사의 가격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었습니다.5  국가들이 정기적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PCV 를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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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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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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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자금으로 PCV 조달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부담 가능한 가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외 및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4. PCV 는 불필요한 감염을 "예방"함으로써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데에 기여하여, 

세계 보건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인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의 증가를 막는 중요한 도구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2016 년 'The Lancet'

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PCV(및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타입 

b(Haemophilus influenza type b, Hib) 함유 백신, 예컨대 5 가 백신)의 보편적 

도입을 통해 5 세 미만 아동의 항생제 사용을 매년 47%까지 감축할 수 있습니

다. 6   영국 정부가 발간한 항생제 내성 관련 보고서('The Review on 

Antimicrobial Resistance')는 PCV 와 같은 백신의 보편적 사용을 긴급히 추진하

여 항생제 내성 증가에 즉시 대처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PCV 의 가격을 낮춤으

로써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7 

 

5. 단 두 개의 PCV 공급업체 존재로 PCV 가격대가 높게 형성된 결과 국경없는의사

회와 같은 인도주의 단체를 포함한 백신 구매자에게는 이러한 가격이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시장의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백신을 도입하

여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의료 공급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보다 많은 아동들을 치명적인 폐렴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중요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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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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백신 가격을 크게 낮추기 위한 경쟁의 중요성은 지난 10 년간 확고하게 입증되었

습니다.  재조합 B 형 간염 백신은 이의 훌륭한 예입니다.  대형 다국적 제약 회

사는 백신을 독점하여 이에 대한 높은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1 회 투여량 당 

23 달러라는 고가의 부담으로, 상기 백신은 개발도상국 대부분의 사람들과 의료 

공급자들에게 미치지 못하던 중, 특허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인도의 제조업체가 

B 형 간염 백신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후 해당 의약품의 가격은 1 회 투여량 당 1 

달러 미만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B 형 간염 및 Hib

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섯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들이 하나에 포함된 5 가 백

신은, 시장경쟁이 백신 가격을 낮춰 생명을 구하는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또 

다른 사례입니다.  2006 년에 UNICEF 가 구입한 5 가 백신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는 두 개에 불과하였고, 각 제품의 가격은 투여량 당 3.6 달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위해 5 가 백신을 구입하고 있었던 국제백신면역

연합(GAVI, the Vaccine Alliance)의 국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추가 제조업체

들이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6 년에 이르러 UNICEF 는 WHO 사

전적격성평가를 마친 한국 업체를 포함한 여섯 개의 백신 제조업체들로부터 5 가 

백신을 조달, 기존 가격 대비 70% 인하된 투여량 당 1.15 달러의 낮은 가격으로 

백신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8   이러한 경쟁에 의한 가격 인하는 WHO 및 

UNICEF 등과 같은 기관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저가의 접종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2015 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회원국들은 백신 가격 책정에 대한 결의안 

WHA 68.6 을 채택하였습니다.  WHO 권장 백신을 고가로 인해 도입할 수 없게 

된 보건당국의 애로사항에서 비롯된 결의안은 경쟁을 저해하는 법적 장벽을 해소

해야 할 필요성을 기술합니다.  상기 결의안은 WHO 및 각국 정부가 이러한 법

                                                 
8
 Ref. UNICEF Supply Division Vaccine Price Database, https://www.unicef.org/supply/files/DTP-HepB-Hi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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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장벽을 넘어 PCV 와 같은 신규 백신의 가격을 낮추는 경쟁을 촉진할 것을 촉

구합니다.  상기 결의안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54 개 WHO 회원국으로부터 압도

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회원국 정부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8. 앞서 2. 항목에서 언급한 화이자사의 PCV13(프리베나 13)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피고(피상고인)인 와이어쓰 엘엘씨(이하 "와이어쓰")의 대한민국대한민국대한민국대한민국    특허특허특허특허    제제제제

1298053129805312980531298053 호호호호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와이어쓰는 2009 년 화이자에 합병되었

고, 이후 화이자는 전세계적으로 PCV13 의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상기 특허특허특허특허    제제제제

1298053129805312980531298053 호호호호가 유지될 경우, 화이자의 PCV13 에 대한 한국 제조업체의 경쟁 백

신 출시가 지연될 것이며, 오랜 시간 기다린 본 백신의 출시 지연으로 개발도상국 

등에서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PCV 를 공급하고 있는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자들과 국경없는의사회를 비롯한 인도주의 단체들의 지속 가능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가격 인하에 필수조건인 효과적 시장경쟁이 차단될 것입니다. 

 

9. 이에, 탄원인은 상기 특허특허특허특허    제제제제 1298053129805312980531298053 호호호호의의의의    무효에무효에무효에무효에    관한관한관한관한    특허법원특허법원특허법원특허법원    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    2015201520152015

허허허허 4613 4613 4613 4613 등록특허등록특허등록특허등록특허((((무효무효무효무효))))에 대하여 2017. 4. 25. 특허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

나, 안타깝게도 특허법원은 2017. 11. 29. 원고(상고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원심"이라고만 합니다)을 선고하였습니다. 

 

10. 그러나 원심은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상고이유 제 1 점), 채증법칙위반(상고이

유 제 2 점) 및 심리미진(상고이유 제 3 점)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 있는바,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11. 나아가, 탄원인은 상기 특허의 대응 외국특허들이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이 청구되어(challenged) 이미 이 특허의 특허성 여부가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귀 재판부에 알리고자 합니다.  대응 유럽특

허 및 중국특허가 이미 유럽특허청 및 중국특허청에서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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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미국특허는 현재 미국특허상표청 심판원에서 inter parte review 및 post-

grant review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 이에, 탄원인은 원심의 이와 같은 위법성 및 이 사건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

을 귀 재판부에 알리고자 본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II. 원심의 위법성 

 

1.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가수의 증가에 따른 접합백신의 

면역간섭 현상이 알려져 있었는데(원심 판결문 27-39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러한 면역간섭 현상을 해결하여 13개의 혈청형 모두에 대하여 면역원성을 

가지는 다당류-단백질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인바(원심 판결문 20면 첫 번째 

단락), 접합백신을 개시하고는 있으나 그 면역원성 여부를 기재하고 있지 않은 

선행발명들로부터는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면역간섭 현상을 해결하는 것을 발명의 과제로 삼고 

있기는커녕, 이 사건 특허 명세서에는 면역간섭 현상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특허 명세서에 의하면, 여러 논문들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폐렴구균 혈청형 1, 3, 5, 6A, 7F 및 19A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IPD)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6개의 혈청형을 기존의 프리베나 백신에 더 

추가하는 것을 발명의 과제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하기 단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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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 사건 특허 명세서는 단락 [0024]에서 폐렴구균 접합백신의 실패 사례

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개시하면서도 면역간섭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

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면역간섭 현상을 해결하는 것을 발명의 과제로 삼

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면역간섭 현상을 해결하는 그 어떤 기술적 수단도 제

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제1항의 기재로부터 파악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채택한 기술적 수단은 

13개의 폐렴구균 혈청형에 대해 운반체 단백질로서 CRM197을 사용한 점인데, 상

기 13개 폐렴구균 혈청형의 조합도 이미 공지된 것이고, 운반체 단백질로서 

CRM197의 사용도 이미 공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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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하기 표에 정리한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1, 1-2 및 2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인

정되지 않습니다. 

 

선행발명 개시내용 

선행발명 1-1 7가 폐렴구균 백신은 스트렙토코쿠스 뉴모니애(Streptococcus 
pneumoniae)의 7 혈청형(4, 6B, 9V, 14, 18C, 19F 및 23F)의 협막 다당류 
항원 각각이 단백질, 즉 비독성 디프테리아 톡신의 변이체인 CRM197에 접
합되어 당접합체를 이루는 정제된 다당류를 포함한다(48면 우열 ‘백신’ 부
분 마지막 단락). 
 
아직 상업화는 되지 않았지만 매우 발전된 단계(en fase muy avanzada de 
estudio)에 있는 다른 폐렴구균 접합체들이 있다: 

- 9 혈청형 백신(1 및 5를 추가), 2세 미만의 소아 및 2세와 5세 사이의 
소아에서 커버 범위를 87%까지 증가 

- 11 혈청형 백신(3 및 7F를 추가), 혈청형 3은 스페인의 성인에서 가장 
빈번하게 침습적 질병을 유발. 따라서 이러한 백신의 사용은 이러한 혈청
형에 의한 감염의 발생률에 좋은 효과를 줄 것임 

- 13 혈청형 백신(6A 및 19A 추가) 
(52면 우열 ‘다른 폐렴구균백신들’ 부분) 

선행발명 1-2 폐렴구균 백신(프리베나)은 벌크 운반체 단백질(CRM) 및 정제된 혈청형 
형태로 와이어쓰 USA로부터 수입된다. 폐렴구균 백신의 공정은 완제의약
품 시설의 폐렴구균 단백접합 처리실에서 접합한 후 폐렴구균 처리실에서 
제형화 및 충전 작업이 진행된다. 프리베나는 폐렴구균 단백접합 7, 9 또
는 13가 백신으로 제조될 수 있다. 13개의 혈청형 중에서 6개가 DMSO를 
활용한 화학적 접합 공정을 이용하며, 나머지는 인산나트륨 완충 용액을 
이용해 접합된다(4면 4~13행). 

선행발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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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해결 과제로 삼지도 않은 과제를 

이 사건 특허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라고 인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

은 그러한 과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고는, 선행발명들에는 그러한 과제를 해

결하였는지 여부가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

정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바, 이는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2. 채증법칙위반(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판결문 27-39면에 기재된 피고(피상고인)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근거하

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경쟁 제약업체가 접합백신의 운반체 단

백질로서 CRM197을 사용하지 않고 복수의 운반체 단백질의 조합을 사용하거나(사

노피는 DT 및 TT의 조합을 사용) 새로운 운반체 단백질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는(글락소는 새로운 운반체 단백질 PD를 개발하여 사용) 사실은, 그 당시 이 기술

분야에 CRM197을 단일 운반체로 사용시 면역간섭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점 및 

경쟁 제약업체들이 단일 운반체 사용에 대한 부정적 교시를 존중하였다는 점을 보

여준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심 판결문 27-39면).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2005. 4. 8.) 경쟁 제약업체가 접합

백신의 운반체 단백질로서 CRM197을 사용하지 않고, 복수의 운반체 단백질의 조합

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운반체 단백질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피고(피상고인)의 프리베나7(7가 폐렴구균 CRM197 접합백신)을 보호하는 

유효한 특허권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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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특허권은 미국특허 제5,360,897호(갑 제131호증)로 프리베나7을 근거로 존

속기간을 연장하여 1994년 11년 1일부터 2007년 6월 7일까지 그 권리가 유효하

게 존속하고 있었습니다(갑 제168호증의 1).  상기 특허권의 존재로 인해 그 당시 

경쟁 제약업체는 동일한 7가 폐렴구균 접합백신이나 혈청형을 더 추가한 폐렴구균 

접합백신을 개발함에 있어서 운반체 단백질로서 CRM197 대신 다른 운반체 단백질

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 이들 경쟁 제약업체가 CRM197을 단일 운반체 

단백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 당시의 부정적 교시를 존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구나, 앞서 살핀 상고이유 제1점에서 인용한 이 사건 특허 명세서의 단락 

[0024]에 기재된 "11가 폐렴구균 단백질 D 접합체 백신(11-Pn-PD)"은 상술한 

글락소가 개발한 새로운 운반체 단백질(PD)을 사용하여 제조한 11가 폐렴구균 접

합백신인데, 이 사건 특허의 발명자는 상기 접합백신의 실패 사례를 매우 구체적으

로 서술하면서도 그 개발의 배경이 "면역간섭 현상" 때문이라던가, 또는 그 실패의 

원인이 "면역간섭 현상" 때문이라고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프리베나7에 관련된 특허와 같은 다른 중요한 증거

들을 무시한 채 피고(피상고인)의 증거만을 취사 선택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

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이 기술분야에 CRM197을 단일 운반체로 사용시 면역간섭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경쟁 제약업체들은 단일 운반체 사용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 

교시를 존중하였다고 잘못 판단한바, 이는 원심 재판부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

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 이로 인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바,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입니다. 

 

3. 심리미진(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CRM197을 운반체로 사용한 접합백

신에서도 면역간섭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그 당시 이 기술분야에 CRM19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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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운반체로 사용시 면역간섭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심 판

결문 32-34면). 

 

그러나 원심이 근거로 든 문헌들은 CRM197을 운반체로 사용한 2종 이상의 상이한 

항원의 접합백신을 함께 투여했을 때 백신에 포함된 항원들 중 일부에서 면역원성

의 감소가 나타난 사례를 기재하고 있을 뿐입니다(하기 참조). 

 

원심의 근거 함께 투여된 접합백신들의 종류 

갑 제54호증 

(2000년경 발행) 

(1)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타입 b CRM197 접합백신 

(2) 7가 폐렴구균 CRM197 접합백신 

을 제31호증 

(1999년경 발행) 

(1) 7가 폐렴구균 CRM197 접합백신 

(2)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타입 b CRM197 접합백신 

(3) 디프테리아/파상풍/무세포 백일해 백신(DTaP 백신) 

을 제17호증 

(2005. 4. 13. 발행) 

(1) MenC CRM197 접합백신 

(2) 9가 폐렴구균 CRM197 접합백신 

 

위 문헌들은 CRM197을 운반체로 사용한 접합백신에서 가수의가수의가수의가수의    증가증가증가증가(즉, 7가 → 9가

→ 11가 → 13가)에 따른 면역간섭 현상의 발생에 관한 문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선행발명 2(2004년 반포)에 7가 

폐렴구균 CRM197 접합백신(프리베나7), 9가 폐렴구균 CRM197 접합백신 및 11가 

폐렴구균 CRM197 접합백신이 공지되어 있으므로(하기 참조), 통상의 기술자는 운

반체 단백질로 CRM197을 사용한 폐렴구균 접합백신이 7가에 이어, 9가 및 11가 

접합백신에서도 차례대로 성공하였으므로, CRM197을 사용할 경우 가수를 증가시켜

도 면역간섭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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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특허발명은 단독의 폐렴구균 접합백신에 관한 것이지, 2종 이상의 상이한 

항원의 접합백신들의 동시 투여에 관한 발명이 아닌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를 두고 구태여 2종 이상의 상이한 항원의 접합백신들의 동시 투여에 관한 상기 

문헌들을 고려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통상의 

기술자는 운반체 단백질로 CRM197을 사용한 폐렴구균 접합백신이 7가에 이어, 

9가 및 11가 접합백신에서도 차례대로 성공하였으므로, CRM197을 사용할 경우 

가수를 증가시켜도 면역간섭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선행발명 2에 대한 심리가 미진한 상태에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이 기술분야에 CRM197을 단일 운반체로 

사용시 면역간섭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잘못 인정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고야 말았으니, 이는 

심리미진으로 인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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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원심은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상고이유 제1점), 

채증법칙위반(상고이유 제2점) 및 심리미진(상고이유 제3점)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 있는바,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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