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아벤티스 그룹, 2006 상반기 실적 보고
상반기 그룹 전체 순매출 전년 대비 +4.5%, 영업 이익 +10.8% 성장
백신사업부 순매출 +44.4%로 크게 증가
2006 년도 상반기
(서울, 2006 년 8 월 4 일) 세계 3 위, 유럽 1 위의 제약그룹 사노피-아벤티스가 2006 년 상반기
긍정적인 경영 실적를 발표했다. 제약 사업의 순매출인 130 억 3600 만 유로(한화 약 16 조
1098 억원)와 백신 사업의 순매출 10 억 8000 만 유로(1 조 3346 억원)를 합친 사노피-아벤티스의
상반기 전체 순매출은 141 억 1600 만 유로(약 17 조 4445 억 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상반기 조정된 주당순이익(EPS)는 2.95 유로로 일부 항목(특히, 흡입형 인슐린 엑주베라® 매각
이익) 제외 시 +16.1%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48 억 7400 만 유로(6 조 232 억 8920 만원)로
+10.8%로 두자리 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미국 시장의 알레그라® 및 아마릴®의 제네릭 출시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하더라도,
상위 15 개 품목의 순매출은 86 억 4700 만 유로를 기록하며 전년도 상반기 대비 +6.7%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제약 사업 매출의 66.3%를 차지하였다. 상위 15 개 품목 중
란투스®가 40.9%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며, 스틸녹스®가 27.7% 성장하며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크렉산®과 플라빅스®가 각각 15.3%와 15.9%의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였다.
상반기 휴먼 백신 사업 부문의 순매출은 +44% 증가한 10 억 8000 만 유로를 기록했다.

2006 년도 2 분기
제약 사업의 2 분기 순매출액은 70 억 8100 만 유로(8 조 7506 억 9980 만원)로 작년 동기 대비
+4.1% 상승했다. 또한 2 분기 연구개발(R&D) 투자액은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먼 백신 사업에 대한 2 분기 순매출액은 5 억 6800 만 유로(7019 억 3340 만원)로 +59.1%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구현했으며, 이러한 매출 신장을 이끈 품목은 메낙트라®와
아다셀 TM(성인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백신)이었다. 2005 년 3 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메낙트라®에 대한 순 매출액은 6500 만 유로(803 억 2700 만원)를 기록했고, 미국에서
작년 7 월에 출시된 아다셀
TM 의 매출액은 작년 4 분기에 발표된
ACIP(미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접종권고에 힘입어 4700 만 유로(580 억 8260 만원)를 기록했다.

2006 년도 실적 전망
사노피-아벤티스 그룹은 올해 6 월 말 영국에서 첫 출시를 시작으로 25 개 유럽 국가에 발매된
새로운 기전의 신약 아콤플리아®에 대한 기대와 함께, 미국 시장에서 알레그라®, 아마릴®,
아라바® 및 DDAVP® 제네릭 제품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주요한 변동이 없는 한 2006 년도
그룹의 주당순이익(EPS)이 약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