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아벤티스, 2006 년에도 지속적인 성장 기록
• 그룹 전체 매출 및 주당순이익(EPS) 전년 대비 각각 +4.0% 및 +10.3% 성장
• 2006 년 R&D 투자 전년대비 9.5% 증가, 2 상 및 3 상 개발 단계 신약 46 개 개발 중
•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2007 년 두 자리 수 성장 목표 및 50 여 개 다국적 임상시험
계획
(2007 년 02 월 15 일, 서울) -- 사노피-아벤티스는 2006 년 그룹 전체 매출이 283 억 7 천 3 백만
유로로 2005 년 대비 약 4% 성장했으며, 주당순이익(EPS) 역시 5.23 유로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노피-아벤티스는 2006 년의 성장세와 R&D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07 년에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노피-아벤티스의 2006 년 전체 매출 중 제약사업 부문 실적은 미국 시장 내 제네릭 출시로
인한 손실과 프랑스 및 독일의 건강보험체제 조정에도 불구하고, 258 억 4 천만 유로를 달성해
전년 대비 2.5%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2006 년 상위 15 개 품목의 매출은 전년 대비 6.4%
상승한 172 억 8 천 9 백만 유로를 기록했다. 이는 사노피-아벤티스 제약사업 부문 총 매출의
66.9%를 차지함으로써, 2005 년 64.4%와 비교하여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편, 백신 사업 부문의
매출은 25 억 3 천 3 백만 유로를 기록, 지난 해 보다 22.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06 년은 사노피-아벤티스의 연구 개발(R&D) 포트폴리오가 크게 도약한 한 해였다. 지난
2006 년 2 월 기준 총 35 건이었던 2 상 및 3 상 단계 개발 신약 프로젝트는 2007 년 2 월 현재
46 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사노피-아벤티스의 2006 년도 R&D 투자액은 2005 년(14.8%) 대비
9.5% 증가하며 총 44 억 3 천만 유로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매출의 15.6%를 차지했다. 이러한
증가는 지난해 제약 부문에서 3 상 임상으로 진입한 신약이 늘어난 것과 백신 사업 분야의 R&D
투자 확대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사노피-아벤티스 그룹의 국내 법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도 지난 한해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2006 년 자체 매출 추정 액은 약 3,400 억 원으로, 이는 해당 치료제
분야에서 리딩 품목(1~2 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주요 제품의 긍정적인 성과가 주도적인
®
®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요 제품에는 플라빅스 (죽상혈전증 치료제), 엘록사틴
®
®
(위암 및 대장암 치료제), 탁소텔 (유방암, 폐암 포함 7 개 암 치료제), 란투스 (기저인슐린
®
®
제제), 악토넬 (골다공증), 아프로벨 (ARB 계열 항고혈압제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지난해 성장세에 힘입어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2007 년도 역시 두 자리 수
성장을 목표로 4,000 억 원대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 해 상반기에 새로운
®
®
®
복합 당뇨치료제 아마반 (Amavan)의 출시를 통해, 란투스 및 애피드라 에 이은 당뇨 및
대사질환 치료제군을 전략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출시된 속효성 인슐린
®
®
치료제 애피드라 (Apidra), 간질치료제 데파킨 크로노스피어 (Depakine Chronosphere) 및
®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 CR (Stilnox CR) 역시 올해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성장 동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2007 년에도 다국적 임상 시험에 대한 국내 투자를 확대한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올해 다국적 임상 시험의 국내 투자 규모를 지난해 110 억 원에서 약 18%
증가한 130 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항암제, 심혈관계, 대사질환, 중추 신경계, 내과계 등의
약물을 대상으로 약 50 여 건에 달하는 다국적 임상 시험을 진행 할 예정이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제즈 몰딩(Jez Moulding) 사장은 “불과 수 년 전만 해도 업계 20 위
권에 머물던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오늘날 국내 업계 1 위를 목표로 하는 선도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는 고객 중심 주의, 직원들의 열정, 경쟁력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 및 성공적인 제품 발매,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는다”고 밝히면서, “국내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임상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구축함으로써 2007 년이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국내
제약업계의 진정한 1 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사노피-아벤티스 그룹은 국내에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와 그룹의 백신 사업 부문인
(주)사노피-파스퇴르 코리아를 두고 있으며, 사노피-파스퇴르 코리아는 현재 국내 백신
시장에서 1 위(벌크 포함)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한독약품과는 제품 라이센싱과 국내 제품
생산 등을 통한 공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에 대하여
세계 100 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는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 기업이다.
세계적인 연구개발 조직을 바탕으로 약 17,000 여 명의 과학자들이 20 개 R&D 센터에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7 개의 핵심 치료제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심혈관계
질환, 혈전증, 항암, 당뇨병, 중추신경계, 내과영역, 백신.
국내에서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다양한 치료영역에서 세계적인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과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죽상혈전증
치료제 플라빅스, 고혈압치료제 아프로벨, 항암제 엘록사틴 및 탁소텔, 골다공증 치료제 악토넬, 기저
인슐린 유사체 란투스 등이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