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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 R&D 최고 임원진 대거 방한
▪ 사노피-아벤티스 R&D 총괄 마크 클뤼젤 부회장 포함 제약 및 백신 연구개발 임원진
방한
▪ 오는 16일,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R&D 제휴 컨퍼런스’ (Global Alliance Project 설명회) 개최 예정
▪ 보건복지가족부와 R&D 투자 및 제휴 프로젝트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예정
(2009년 6월 8일-서울) 유럽 1위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사노피-아벤티스 그룹의 연구
개발을 총괄하는 마크 클뤼젤(Marc Cluzel) 부회장을 포함한 총 7 명의 본사 임원진이 방
한, 15일부터 2박 3일간의 공식 일정을 갖는다.

방한 기한 중에는 한국 내 의약품 연구

개발(R&D) 파트너십을 위한 설명회 개최, 연구소 및 임상시험 센터 시찰, 국내 기초과학
연구자 및 임상 연구자들과의 심포지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노피-아벤티스 그룹에서 대규모 R&D 임원진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크 클뤼젤
부회장 외에도 그룹 R&D 파트너십 담당 부사장, 임상연구 개발 담당 부사장, 그리고 아
시아 태평양 지역의 제약 및 백신 R&D 책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방한 일정 중 사노피-아벤티스는 연구(Research)와 개발(Development) 양 부문에 걸쳐
국내 유관 기관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KOTRA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 국내 바이오 기술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프로젝트인 GAP(Global Alliance Project) 추
진을 통해 국내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신약개발 협력, 투자, 기술 제휴, 라이센스 계
약 등 다양한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약을 통해 한국의

연구개발 인프라 향상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
정이다.
16일에는 서울프라자 호텔에서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및 기관을
초청하여 ‘R&D 제휴 컨퍼런스’를 열고, 사노피-아벤티스 그룹의 R&D 파트너십 전략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발굴하는 GAP(Global Alliance Project) 프로젝트를 설
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번 사노피-아벤티스의 한국 내 연구개발 투자 및 R&D 협력 프로젝트 추진은 경기 침
체 및 기업 활동 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바이오 제약산업이 경제 성장을 하는데 있어
서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노피-아벤티스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유럽 1위의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으로, 매

년 순 매출의 16% 이상을 R&D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2008년도 R&D 투자액은 46억 유로
(한화 약 8조 원)에 달한다. 사노피-아벤티스 제품 포트폴리오의 27% 이상이 외부 파트너
십을 통해 개발된 의약품이며, 2008년 제약사업부문 순 매출의 30% 이상이 연구개발 파트
너와의 제휴를 통해 발생하였다.

한국에는 사노피-아벤티스 그룹의 제약 부문(사노피-아

벤티스 코리아)과 백신 부문(사노피 파스퇴르 코리아)이 모두 진출해 있다.

유첨 1: 사노피-아벤티스 R&D 제휴 컨퍼런스 안내
행사개요

사노피-아벤티스 연구개발정책, 한국과의 R&D 협력방안, Global Alliance
Project 추진계획 관련 설명회

일 시

2009 년 6 월 16 일(화) 오전 09:00 ~ 11:30

장 소

서울프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 (서울시 중구 태평로 2 가 23 번지)

대 상

바이오/제약관련 유망기업, 대학, 연구기관

주 관

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후 원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시 간

내 용

발 표

08:30 ~ 09:00 등 록
09:00-09:20

개회 및 축사
사노피-아벤티스의 연구개발 전략 소개

09:20-10:20

10:20-10:30
10:30-10:35
10:35-11:00

및 제약/백신 연구 개발 동향
GAP(Global Alliance Project with sanofiaventis) 소개
GAP 예비심사 기준
사노피-아벤티스 R&D 파트너십 전략 및
GAP 선별 기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사노피-아벤티스
사노피-아벤티스 그룹 본사 R&D

KOTRA
KHIDI
사노피-아벤티스 그룹 본사 R&D

11:00-11:30

질의 및 응답

전체

11:30-13:00

오찬

전체

사노피-아벤티스에 대하여
세계 10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는 유럽 1위의 글로벌 제약 기
업이다. 세계적인 연구개발 조직을 바탕으로 약 19,000 여 명의 과학자들이 29개 R&D 센터
에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7개의 핵심 치료제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 심혈관계 질환, 혈전증, 항암, 당뇨병, 중추신경계, 내과영역, 백신.

국내에서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다양한 치료영역에서 세계적인 효능과 안전성을 입
증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과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판
중인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죽상혈전증 치료제 플라빅스, 고혈압치료제 아프로벨, 항암제 엘
록사틴 및 탁소텔, 골다공증 치료제 악토넬, 기저 인슐린 유사체 란투스 등이 있다.
사노피-파스퇴르에 대하여
사노피 파스퇴르는 사노피-아벤티스 그룹의 백신사업 부문으로, 현재 백신 전문 업체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110년 이상의 오랜 백신 개발 역사를 자랑하는 사노피 파스퇴르는 지
난 2008년 한해 동안에만 백신 제품 16억 도스를 제공해, 이를 통해 전세계 5억 명에 달하
는 인구가 예방접종을 제공받았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백신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로서
20 여 개의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폭넓은 백신 제품을 생산, 제공하고 하루 100만
유로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 코리아는 1997년 설립됐으며,
현재 국내 백신 시장 최대규모의 백신 공급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