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Release
산텐, 머크의 안과제품 자산 양수 계약 완료 발표

산텐제약 주식회사(일본 오사카)(이하”산텐”)는, 2014 년 5 월 13 일자로 머크(미국 뉴저지
Whitehouse Stations, 미국,캐나다 외에서는 MSD)와의 사이에 체결한 특정의 안과 자산의 양도
계약에 대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상자산의 양도를 위한 조건이 충족 됨에 따라
양도절차를 ７월 1 일(미국 동부 표준시)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미국 머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가의 지불을 실시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

금번, 양도절차가 완료된 대상자산은 대한민국・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일부 국가를
제외한 유럽지역에 관한 것으로, 지불금액은 금액은 약 USD 550 백만 (약 JPY 560 억)입니다.
계약상의 대상자산 전부의 양도를 완료한 경우의 대가는 2014 년 5 월 13 일자로 발표한 대로, 약
600 백만 USD 에서 변경 없습니다. 금번,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지역의 자산에
대해서도 향후 조건이 충족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양도절차가 실시 될 예정입니다.
금번 대가지불에 관한 자금 조달은 산텐 보유자산 외에 은행차입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산텐은 본 거래가 2015 년 3 월 31 일에 종료되는 산텐의 회계연도 예상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About Santen
안과 및 항(抗)류머티즘 분야 전문기업인 산텐은 의약품의 연구, 개발, 판매 및 마케팅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전세계 12 개국, 15 개의 지점에 거점을 둔 산텐의 제품은 50 여개국 이상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일본내 조제 안과약품 시장 점유율 1 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텐은 안과약품 분야의 선도기업으로서 의학적 니즈(needs)를 충족하는 가치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1

산텐 미래예측진술(Santen Forward-looking Statements)
본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미래예측진술(Forward-looking Statements)”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내용의 실현은 여러 출처로부터의 위험 및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결과는 예상결과와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성과 및 재무 조건은 일본 및
기타 국가의 의료보험, 의약품가격 및 기타 제도에 관한 규제 변경 효과와 이자율 및 환율과 같은
시장변수의 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본 보도자료는 영어 외의 기타 언어로도 작성 되어졌지만, 영문이 원본이고 기타 언어로 작성된
버전은 참고용입니다. 영문본과 번역본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 할 시, 영문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원문 (영문본)은 http://www.santen.com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