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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2 명의 신임 메디칼 어드바이저 임명
2 명의 메디칼 어드바이저 합류로 의학부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2009 년 5 월 18 일 – 서울] 사노피-아벤티스는 새로운 메디칼 어드바이저 2 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노피-아벤티스의 백신 사업부문인 사노피 파스퇴르 코리아는 5 월 6 일 부로 소아과 전문의 김희수
이사(44 세)를 의학부 부서장으로 임명했다. 신임 김 이사는 백신 분야에 대한 의학 자문 제공 및 임상
시험 총괄, 의학 교육 등을 총괄하게 된다. 김희수 이사는 지난 15 년간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활동하며, 소아과 질환 및 소아 백신에 대해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췄다. 김
이사는 1994 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 과정을 마친
후 소아과 개원의로서 인천과 수원에서 경력을 쌓았다. 최근까지 분당 네이브키즈 소아과 의원의
공동 원장으로 재직하며, 소아과 질병의 치료와 예방법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서적 출간 및
미디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다.
사노피-아벤티스의 제약사업 부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5 월 11 일부로 소아과 전문의
송영화 실장(34 세)를 의학부 혈전증 분야 및 중추 신경계 분야의 메디칼 어드바이저로 임명했다. 송
실장은 혈전증 및 중추 신경계 분야에 대한 의학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임 송영화 실장은
소아과 전문의로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위생병원에서 수련의/전문의 과정을 거쳤으며,
사노피-아벤티스 입사 전까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했다.
파브리스 바스키에라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사장은 “최근 국내 임상 시험 인프라 및 인력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잠재력에 대한 높은 평가 등으로 인해 한국은 제약
분야의 새로운 R&D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의학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번에 두 명의 메디칼 어드바이저가
합류함에 따라 의학부의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에는 현재 총 7 명의 전문의가 의학부 총괄 상무(Medical director) 및 메디칼
어드바이저로 근무 중이다.
###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에 대하여
세계 100 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는 유럽 1 위의 글로벌 제약 기업이다.
세계적인 연구개발 조직을 바탕으로 약 19,000 여 명의 과학자들이 29 개의 R&D 센터에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7 개의 핵심 치료제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7 개 핵심 치료제 분야로는 심혈관계 질환, 혈전증, 항암, 당뇨병, 중추신경계, 내과영역 및 백신이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