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1/PD-L1 항체 면역 항암제 신약, 옵디보 Opdivo 특허의 발명자, 노벨생리학상 수상

자 Tasuku Honjo 교토대학 명예교수 – 특허권 보유회사 오노제약 ONO Pharmaceutical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제기할 예정이라는 뉴스  

 

 

 

최근 PD-1/PD-L1 분야 암치료 신약은 뜨거운 관심의 대상입니다. 키트루다의 경우 이미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수많은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중이

라는 소식입니다. 오노제약의 PD-1/PD-L1 항체 면역 항암제 신약, 옵디보 Opdivo 또한 

높은 매출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옵디보 Opdivo 특허의 주된 발명자인 Tasuku Honjo 교수는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

런데 미국 Dana-Farber Cancer Institute 소속 연구진이 수건의 미국특허에 대해 공동발명

을 주장하는 소송을 미국법원에 제기하였고, 그 결과는 혼조교수와 공동발명자에 해당한



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 중 중요부분을 소개하는 블로그 포스팅은 아래와 같습

니다. 공동발명자 성립요건의 입증책임 및 기준 - corroboration 인정 판결문 인용 : PD-

1/PD-L1 항체 면역 항암제 신약, 옵디보 Opdivo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분쟁 - 미국법

원 판결 Dana-Farber Cancer Institute vs Ono Pharmaceutical & BMS 사건 판결 

 

이번에 일본매체에 Tasuku Honjo 교수가 Ono Pharmaceutical Co.를 상대로 오는 9월경  

약 ¥15 billion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사카지방지재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

습니다. 실제 청구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거론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액수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실제 청구여부나 판결여부를 떠나서 흥미로운 내용의 뉴스라서 참고로 소개합니다. 원문

기사 링크: Japanese Nobel laureate Tasuku Honjo to sue Ono Pharmaceutical over 

cancer drug patent royalties 

 

기사 중 주요 내용 인용 

In the planned lawsuit with the Osaka District Court, Honjo will claim that he is entitled to 

10 percent, or about ¥15.4 billion, of the amount Ono Pharmaceutical and U.S. drug 



maker Bristol-Myers Squibb Co. received from U.S. drug giant Merck & Co. when they 

settled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Ono Pharmaceutical set aside some ¥400 million at 

a regional legal affairs bureau from January 2017 to March 2018 to make payments to 

Honjo. 

 

Honjo, a professor at Kyoto University, won the 2018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with a U.S. scientist for their immunology research that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 

cancer drug Opdivo, which is at the center of the royalty dispute. 

 

In October 2006, Honjo and Ono Pharmaceutical entered into a contract that limited his 

compensation to 1 percent or less of the drug’s sales. He is now claiming the compensation 

rate should be raised and considering filing a separate lawsu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