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아벤티스 국내 진출 21 주년,
‘함께하는 성장’ 열렸다
•
•
•

한국 진출 21 주년 맞아 아태지역 경영진과 함께 전통 성년식 행사 열어
‘함께 하는 성장’ 통해 국내 제약업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No.1 제약사로의
비전 선언
새단장 마친 본사 사무실 통해 기업 이미지 및 정체성 강화

(2006 년 10 월 24 일 – 서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제즈 몰딩)는 23 일 오후
5 시 본사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역삼동 소재
본사 사무실 개소식과 함께 사노피-아벤티스의 한국 진출 21 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4 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법인 출범 이후, 사노피-아벤티스의
기업 이미지와 독자적인 정체성을 강화하고 업무 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의 완공 시점에 맞추어 마련되었다.
제즈 몰딩 사장은 “지난 21 년 간 국내 환자들을 위해 최상의 치료제와 서비스를 제공하
며 성공적인 성장을 지속해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명실공히 국내에서 가장 존경
받는 제약사 및 No.1. 제약사 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앞 으 로 의 10 년 을 계 획 할
것 »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올해로 성년의 나이를 맞은 만큼 국내 제약업계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 의료 전문가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성장’을 통해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건강에 더욱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진출 21 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한국의 전통 성년식을 재현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를 위해 최연소 남녀 직원을 선발해 21 주년
생일을 맞은 회사를 대표하여 더욱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표명하였다. 특히 제즈 몰딩 사장이 전통 예복을 갖추어 입고 성년식을 집례해 참석한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노피-아벤티스의 기업 이미지(CI)를 최대한 살린 역삼동 본사는 ‘Fun 경영’의
일환으로 전 직원 대상 공모를 통해 창의성, 존중, 용기 등 6 가지 기업 가치를 형상화한
회의실 이름과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자유로운 토론과 휴식을 위한 대규모 카페 라운지
등을 신설해, 직원들의 창의성과 재충전을 제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1985 년 한국에 진출한 사노피-아벤티스는 지난해 글로벌 합병을 통해 유럽 1 위 세계
3 위 제약사로 거듭났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5 년 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제약회사 중 하나로서 활발한 국제 임상연구를 통한 R&D 투자와 인력 개발 및 고용
창출을 통해 국내 제약업계 발전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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