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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의 면역항암제 선택은? 베이진 

김승민 sm.kim.a@miraeasset.com   

베이진의 면역항암제 

노바티스에 라이선스 아웃 

� 1/11, 중국 바이오텍 베이진(BeiGene, BGNE)은 글로벌 빅파마 노바티스(Novartis, 

NVS US)와 자사의 PD-1 타겟 항체 면역 항암제 티스렐리주맙 (tislelizimab)에 대한

공동 개발/상업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 

� 베이진은 계약금(upfront) 6,500만 달러 수령. 향후 규제/판매 마일스톤 15억 5000만

달러와 판매 로열티 수령 가능 

� 본 계약으로 노바티스는 티스렐리주맙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 EU 연합,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일본 개발/상업화 권리 획득  

 

베이진의 PD-1 면역항암제 

티스렐리주맙 

� 티스렐리주맙은 글로벌 10번째, 중국에서 4번째로 출시된 PD-(L)1 면역 항암제 

� 중국에서 호지킨림프종(cHL), 방광암(UC) 치료제 허가. 비소세포폐암으로 허가 검토 중 

� 비소세포폐암, 간세포암, 식도암, 위암, 빈인두암 등에 대해 13개 임상3상, 2개 pivotal 

임상2상 진행중.  

� 중국 외 지역의 허가 신청은 2021년 예상 

 

중국 바이오텍 성과 도출 지속 � 노바티스는 작년 PD-1 면역항암제 spartalizumab이 Tafinlar+Mekinist 병용 요법

임상 실패 하여 PD-1 파이프라인 확보 니즈 컸다는 판단 

� 지난 이노벤트-일라이릴리의 PD-1 면역항암제 파트너십 이후 또 다시 중국 개발

면역항암제에 대한 빅딜 발생. 노바티스는 세계 최대 규모 글로벌 빅파마 

� 중국 바이오텍의 글로벌 성과 도출 중. 빅파마들과의 라이센싱/파트너십 딜은 R&D 

능력 향상의 반증 

� 베이진(BGNE US), 중국 바이오 추천 종목 유지. 중국 바이오텍 성과 도출에 따라

Global X China Biotech ETF(2820/9820 HK) 투자 추천 

� 중국 항체 의약품 인뎁스 리포트 < https://bit.ly/3iSZ3q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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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2820 HK 700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