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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의학 학술부 문한림 상무
프랑스 본사 항암제 메디칼 부서 합류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의학학술부 문한림 상무(48 세)가 프랑스 본사 소속
인터컨티넨탈 지역 항암제 부문 메디칼 부서의 책임자(Senior Director, Intercontinental
Oncology Medical Franchise)로 선임되었다.
국내 제약업계의 메디칼 부서 임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종양내과 전문의 출신의 여성
임원인 문한림 상무는 최근까지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항암제 사업 부문의 의학학술
자문과 한국 연구자 주도의 다국가 임상시험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대외적으로도 국내 재임 기간 동안 제약의학회 간행이사를 역임하고, 식약청 과제에
참여하는 등 국내 항암제 분야의 연구 활동에 전념해 왔다.
사노피-아벤티스 본사로의 이적은 종양내과 전문의로서의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지사의 항암제 부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공로와 함께, 탁월한 국제적 업무 능력을 인정
받아 이루어 졌다. 공식적으로 2005 년 1 월 부로 인사 발령을 받은 문한림 상무는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국제적 항암 프로젝트의 메디칼 자문 역할을 하는 핵심 업무를
관할하게 될 예정이다.
문한림 상무는 “혁신적인 차세대 항암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 중인 사노피아벤티스 그룹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인으로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암환자 치료와 항암제 개발에 공헌하는 것은 물론, 향후 국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항암 치료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한림 상무는 지난 1982 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후, 가톨릭의대 부속 강남성모병원 및
성모자애병원, 일본 국립암 센터, 미국국립 보건원을 거쳐 2003 년부터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에서 근무해 왔다.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에 대하여
세계 100 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는 유럽 1 위, 세계 3 위의
글로벌 제약 기업이다. 세계적인 연구개발 조직을 바탕으로 약 17,000 여 명의 과학자들이
20 개 R&D 센터에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 혈전증, 항암,
당뇨, 중추신경계, 내과영역, 백신을 포함한 7 개의 핵심 치료제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노피-아벤티스는 다양한 치료영역에서 세계적인 효능과 안전성
을 입증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과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죽상혈전증 치료제 플라빅스, 고혈압치료제 아프로벨, 항암제 엘록사틴 및 탁소
텔, 골다공증 치료제 악토넬, 기저 인슐린 란투스 등이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