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파스퇴르 코리아 , (주)한국백신과 유통 계약 체결
• 사노피 파스퇴르 소아용 백신의 유통 및 영업력 강화
• 국내 백신 시장의 안정적인 제품 공급에 기여
(2007 년 2 월 22 일, 서울) – 국내 백신 시장의 선두기업인 사노피 파스퇴르 코리아
(대표이사 폴 리들리)가 지난 2 월 6 일 (주)한국백신(대표이사 최덕호)과 소아용 백신 공급에
대한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주)한국백신은 향후 3 년간 사노피 파스퇴르 코리아 소아용 백신의 유통, 배송,
주문 등의 활동을 통해 국내 시장에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 및 유통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노피 파스퇴르 코리아는 국내 백신 시장에서 1 위(벌크 포함)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한국백신과의 이번 계약은 사노피 파스퇴르의 국내 백신시장 내 영업 마케팅 강화
일환으로 장기적인 유통 협력 파트너를 찾는 과정에서 성사되었다.
이번 계약과 관련해 폴 리들리(Paul Ridley) 사노피-파스퇴르 코리아 사장은 « (주)한국백신의
잘 갖춰진 유통망, 효율적인 영업 인력 및 백신시장에 대한 오랜 전문성과 경영진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되었다 »고 언급하고, « 이번 계약을 통해
사노피 파스퇴르 코리아가 보다 향상된 국내시장접근을 도모함은 물론, 신속한 제품 공급을
통해 최상의 고객 만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고 말했다.
또한 최덕호 (주)한국백신 대표이사는 «한국백신은 제품 일반 유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7 개의 배송 창구을 통한 일일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병/의원에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며, «사노피 파스퇴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국내 시장에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사노피 파스퇴르(sanofi-pasteur)에 대하여
사노피 파스퇴르는 사노피-아벤티스의 백신사업부문으로 국내외 백신의 선두기업이다. 20 여종의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원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으며 전세계 5 억명
이상에게 10 억도스 이상의 백신을 공급해오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 유통되는 주요품목으로는 독감백신
(박씨그리프)과 주사용 소아마비백신 (이모박스폴리오), 뇌수막염백신 (악티브)가 있다.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에 대하여
세계 100 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는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 기업이다.
세계적인 연구개발 조직을 바탕으로 약 17,000 여 명의 과학자들이 2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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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