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아벤티스, 2009 년 2/4 분기 및 상반기 실적 발표
(2009 년 7 월 30 일 – 서울) 사노피-아벤티스 그룹은 2009 년 2/4 분기 및 상반기 실적을 7 월 29 일
발표했다.
1. 2009 년 2/4 분기 실적 및 성과

-

-

2009 년 2/4 분기 순 매출(net sales)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성장한 74 억 3800 만
유로(한화 약 13 조 691 억 원)를 기록했다.
순이익(net income) 22 억 6800 만 유로(한화 약 3 조 9850 억 원)로 +29.4% 증가했다.
주당순이익(EPS)은 1.74 유로(한화 약 3057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9.9% 성장했다.
2009 년 2/4 분기 실적 향상은 란투스®(+26.0%), 크렉산® (+13.3%), 탁소텔® (+10.7%),
백신(+18.4%), 플라빅스(+9.6%)의 매출 신장 및 지역별로 미국(+5.4%), 유럽(+4.6%) 및
신흥시장(+20.1%)의 매출 성장에 기반한다. (제품 및 지역 별 매출 수치는 고정 환율
기준으로 환산)
2009 년 7 월 1 일 미국 FDA 의 승인을 받은 부정맥 치료제 신약 멀택®은 7 월 28 일 미국에
시판됐다.

2. 2009 년 상반기 실적
-

상반기 순 매출은 +6.7% 증가한 145 억 4500 만 유로(한화 약 25 조 5567 억 원)를 기록했다.
2009 년 상반기 전체 순이익은 44 억 4600 만 유로(한화 약 7 조 8119 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2.3% 성장했다.
주당 순이익(EPS)은 3.41 유로(한화 약 5991 원)로 +23.1% 성장했다.

3. 사노피-아벤티스의 혁신(Transformation) 프로그램 성과
-

-

사노피-아벤티스 그룹은 다각화된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R&D 분야의 혁신 가속화: 삼중복 음성 유방암(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치료제 BSI201 가 3 상 임상시험에 진입하였고, 엑셀리시스(Exelixis)社와 판권 및 개발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외부 성장기회 모색: 신흥 시장에서 백신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도 소재 산타
바이오테크닉스(Shantha Biotechnics)社를 인수했다. 또한 젠티바(Zentiva), 메들리(Medley),
켄드릭(Kendrick) 社를 인수함으로써 제네릭 비즈니스 규모를 3 배 확장하였다.

사노피-아벤티스 그룹 CEO 크리스 비바커(Chris Viehbacher)는 “주력 제품 및 백신의 견실한 성장,
신흥시장의 매출 증대, 최근 잇따른 기업 인수 등에 힘입어 올 2/4 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을
달성했다. 7 월에는 부정맥 치료제 신약 멀택이 미국 시장에 출시되는 성과도 이뤘다. 2009 년
주당 순이익(EPS)은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R&D 부문 혁신과 성공적인 기업 인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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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성장 기반의 강화는 사노피-아벤티스 그룹이 2013 년까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다각화된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주)
(1) 위 실적 자료는 환율 변동분 영향이 반영된 기준으로 보고된 수치입니다. 고정환율 기준 환산 수치일 경우는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2) 이해를 돕고자 유로화 기준 실적 수치를 한화(1 유로=1757.08 원)로 환산하여 추가 하였습니다.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에 대하여
세계 100 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는 유럽 1 위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다. 세계적인 연구개발 조직을 바탕으로 약 19,000 여 명의 과학자들이 29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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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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