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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애브비, 엘러간 인수 완료 

 면역학, 혈액종양학, 신경과학, 엘러간 에스테틱의 중점 치료분야에서 리더십 입지를 

갖춘 바이오제약기업 탄생 

 지속가능한 장기 성장을 위한 치료제와 파이프라인으로 탄탄한 포트폴리오 확보  

 애브비 성장 플랫폼(휴미라 제외)에 즉각적인 규모와 수익성 더해 

 토마스 C. 프레이만(Thomas C. Freyman) 애브비 이사회에 합류 

 

노스시카고, 일리노이주, 2020 년 5 월 8 일 현지 시각 – 연구 기반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인 

애브비가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거래 계약과 승인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음에 따라 엘러간 인수를 완료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애브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리차드 A. 곤잘레스(Richard A. Gonzalez)는 "회사, 직원, 주주, 

환자를 위한 중대한 이정표를 세우게 돼 기쁘다”면서, “애브비 임직원들은 물론 이러한 변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새로운 일원이 된 엘러간의 임직원들께 감사한다. 새로운 애브비는 많은 주요 

치료 영역에서 시판 중인 치료제들과 파이프라인을 갖춘 다각화된 리더로서, 막강한 재무 

역량으로 혁신적인 과학에 지속 투자해 충족되지 않는 환자들의 치료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두 조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기회들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점 치료분야서 장기적 성장을 위한 입지 강화 

이번 인수 거래로 애브비의 매출 기반이 크게 확대되는 동시에 다각화되며, 

휴미라(Humira®)를 필두로 최근 론칭된 스카이리치(Skyrizi TM) 등을 보유한 면역학 분야, 

임브루비카(Imbruvica® )와 벤클렉스타(Venclexta®)의 혈액종양학 분야에서 기존의 

시장에서의 리더십 입지가 강화된다. 엘러간은 보톡스 치료제(Botox® Therape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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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일라(Vraylar®), 유브렐비(UbrelvyTM)를 보유한 신경과학과 보톡스(Botox®), 

쥬비덤(Juvederm®)을 포함한 선도적 브랜드가 이끄는 글로벌 에스테틱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시판 중인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면서 기존 성장 플랫폼(휴미라 제외)을 통해 2020 년 약 

300 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해 양사의 통합 매출은 약 500 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향상과 배당금 증가, 각 치료 분야의 혁신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다. 

애브비는 증가된 영업 현금 흐름으로 늘어난 부채를 신속히 상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거래 완료와 관련해 애브비 이사회는 과거 애보트의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에서 

은퇴하고 최근까지 엘러간 이사회로 일했던 토마스 C. 프레이만(Thomas C. Freyman)을 

애브비의 이사회 이사로 선출했다. 

재무 조건 

이번 거래 계약 조건에 따라 엘러간 주주는 엘러간 1 주당 애브비 주식 0.8660 주와 현금 

120.30 달러를 받는다. 이는 7 일 애브비 보통주 종가(84.22 달러)를 기준으로 엘러간 1 주당 총 

193.23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엘러간 보통주는 8 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애브비에 대하여 

애브비의 사명은 현재의 심각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발생할 의료분야의 도전을 이겨낼 

혁신적인 의약품을 발견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당사는 면역학, 종양학, 신경과학, 안과학, 

바이러스학, 여성건강, 소화기내과의 중점 치료분야와 엘러간 에스테틱 포트폴리오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당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abbvie.com 을 방문하거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링크드인의 

애브비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twitter.com/abbvie
https://www.facebook.com/AbbVieGlobal/
https://www.instagram.com/abbvie/
https://www.youtube.com/user/AbbVie
https://www.linkedin.com/company/abb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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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Looking Statements  

This announcement contains certain forward-looking statements, including with respect to AbbVie’s 

acquisition of Allergan (the “acquisition”) and the combined group’s estimated or anticipated future 

business, performance and results of operations and financial condition, including estimates, forecasts, 

targets and plans for the combined group. The words “believe,” “expect,” “anticipate,” “project” and 

similar expressions, among others, generally identify forward-looking statements. These forward-looking 

statements are subject to risks and uncertainties that may cause actual results to differ materially from 

those indicated in the forward-looking statements. Such risks and uncertainti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failure to realize the expected benefits of the acquisition, including the synergies and value 

creation contemplated by the acquisition, failure to promptly and effectively integrate Allergan’s 

businesses, negative effects relating to the consummation of the acquisition on the market price of 

AbbVie’s shares of common stock, significant transaction costs and/or unknown or inestimable liabilities, 

potential litigation associated with the acquisition, the combined group’s inability to retain key personnel, 

general economic and business conditions that affect the combined group, changes in global, political, 

economic, business, competitive, market and regulatory forces, future exchange and interest rates, 

changes in tax laws, regulations, rates and policies, future business acquisitions or disposals, competitive 

developments and the impact of public health outbreaks, epidemics or pandemics, such as COVID-19. 

These forward-looking statements are based on numerous assumptions and assessments made in light 

of AbbVie’s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historical trends, current conditions, business strategies, 

operating environment, future developments and other factors it believes appropriate. By their nature, 

forward-looking statements involve known and unknown risks and uncertainties because they relate to 

events and depend on circumstances that will occur in the future. The factors described in the context of 

such forward-looking statements in this announcement could cause AbbVie’s plans with respect to 

Allergan or AbbVie’s actual results, performance or achievements, industry results and developments to 

differ materially from those expressed in or implied by such forward-looking statements. Although it is 

believed that the expectations reflected in such forward-looking statements are reasonable, no 

assurance can be given that such expectations will prove to have been correct and persons reading this 

announcement are therefore cautioned not to place undue reliance on these forward-looking statements 

which speak only as of the date of this announcement.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economic, 

competitive, governmental, technological and other factors that may affect AbbVie is set forth in 

AbbVie’s periodic public filings with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bbVie’s Annual Report on Form 10-K for the year ended December 31, 2019 as updated by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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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quent Quarterly Reports on Form 10-Q, and, from time to time, AbbVie’s other investor 

communications, in each case, the contents of which are not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nor do they 

form part of, this announcement. 

 

Any forward-looking statements in this announcement are based upon information available to AbbVie 

and/or its board of directors as of the date of this announcement and, while believed to be true when 

made, may ultimately prove to be incorrect. Subject to any obligations under applicable law, neither 

AbbVie nor any member of its board of directors undertakes any obligation to update any forward-

looking statement whether as a result of new information, future developments or otherwise, or to 

conform any forward-looking statement to actual results, future events, or to changes in expectations. 

All subsequent written and oral forward-looking statements attributable to AbbVie or its board of 

directors or any person acting on behalf of them are expressly qualified in their entirety by this 

paragrap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