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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남미 · 동남아 시장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 
 

- 글로벌 제약사 ‘닥터 레디스’와 HD201 라이선스 계약 

- 남미 및 동남아 지역 시장점유율 증가 기대 

 

항체 바이오의약품 전문 제약사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950210, 대표이사 박소연)가 글로벌 

제약사 닥터 레디스(Dr. Reddy’s Laboratories Ltd.)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HD201(TUZNUE®)에 

대해 브라질과 태국을 포함한 남미 주요 5개국 및 동남아 주요 3개국의 독점 판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HD201은 로슈사에서 개발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로 유방암과 전이성 위암 등에 처방되는 제품

이다. HD201의 성분인 트라스트주맙(Trastuzumab)은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치료제이며, HER2 수용체가 과발현된 암세포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번 계약을 통해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HD201에 대한 남미 5개국 및 동남아 3개국에서의 독

점적 상업화 권리를 닥터 레디스에 일임하게 된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충북 오송의 제조시

설에서 HD201을 제조해 닥터 레디스에 공급하게 되며, 닥터 레디스는 계약된 현지 국가에서의 

제품 판매 및 유통, 마케팅을 담당할 예정이다.  

 

박소연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대표는 ”글로벌 제약사인 닥터 레디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남미 

및 동남아 주요 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닥터 레디스는 당사의 주요 바이오시밀러

인 HD201을 남미 · 동남아 지역에 가장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파트너사로 글로벌 시장에서 

당사 바이오시밀러의 제품 가치를 더욱 견고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레즈 이스라엘리(Erez Israeli) 닥터 레디스 대표는 “당사는 항상 보다 많은 환자에게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약품을 공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당사의 탁월한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남미와 동남아 시장에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고품질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판매할 예정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신흥시장에서 당사의 암 치료제 및 바이오시밀러 판매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닥터 레디스는 연간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나스닥 상장 글로벌 제약사로 전 

세계적으로 2만 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 시밀러, 제네릭 의약품, 원료의약품, 

맞춤형 제약 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며, 주요 시장인 미국, 인도, 

러시아, CIS(구소련 독립 국가) 국가 및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글로벌 

제네릭 강자로 잘 알려진 닥터 레디스는 바이오시밀러 부문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뛰어난 판매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특히 신흥시장에서 우수한 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회사는 닥터 레디스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HD201 역시 남미 · 동남아 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여 나가며 선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