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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제 1 회 ‘R&D 임상시험 실무 교육 아카데미’ 개최
¾ 향후 연구 개발 및 임상 시험의 전문인력이 될 약학, 간호학 전공 대학생 대상 제약산업의
핵심경쟁력인 신약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에 대한 교육의 기회 제공
¾ 2 일간의 일정으로 임상시험에 대해 임상시험 실무진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교육
진행
¾ 이를 통해 국내 신약 개발과 임상 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07 년 11 월 20 일- 서울)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대표이사
파브리스 바스키에라)는 오는 11 월 23 과 24 일 양일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등 11 개 대학의 약학, 간호학 전공 예비 졸업생 40 여명을 대상으로 제
1 회<R&D 임상시험 실무 교육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R&D 임상시험 실무 교육 아카데미>는 제약업계 선두업체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국내 임상 및 의약학업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내
임상시험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에 관심이 있는 예비 졸업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약 개발 R&D, 국내 임상
환경, 임상 시험 디자인 및 진행, 임상시험관리자(CRA) 역할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강의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파브리스 바스키에라 사장은 “최근 한국의 임상 시험 인프라 및
인력의 잠재력이 높게 평가 받으면서, 다국가 임상 등 국내 연구개발(R&D) 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양질의 연구 인력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한국의 R&D 활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R&D 실무교육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이번
아카데미의 의의를 밝혔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2005 년 국내 진출한 다국적제약사 중 최초로 본사 직속의
임상연구 전담 조직인 CRU (Clinical Research Unit)를 한국에 개설하는 등 다국가 임상 시험과
신약 연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향후, ‘R&D 실무교육 아카데미’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 진행함으로써, 국내 의약업계 R&D 및 관련 인력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국내 임상 건수 및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다국가 임상 투자는 약 130 억 원(50 여건) 으로 지난 해 110 억 원
보다 약 20% 가량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국내 다국가 임상 시험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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