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아벤티스 보도자료
사노피-아벤티스,
한국 R&D 담당이사 이승주 박사 영입
- 사노피-아벤티스, 한국 R&D 담당이사 영입으로 국내 신약 분야 R&D 파트너십 강화키로
- 최근 아태지역 관할 R&D 센터 개설(중국 상하이 소재)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
2010 년 4 월 19 일, 서울 – 유럽 1 위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아벤티스는 한국의 혁신적 신약
후보물질 발굴과 R&D 투자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이승주(사진) 박사를 한국 R&D 담당이사로
영입했다고 19 일 밝혔다.
이승주 이사는 사노피-아벤티스 본사 R&D 소속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며 한국 내 신약개발 프로젝트
발굴 및 진행을 맡게 된다. 또한 가능성 있는 국내 신약개발 업체의 투자와 파트너십 추진, 신약후보
물질의 라이선스 및 R&D 전략기획을 책임진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이달 초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을 관할하는 아시아태평양(AP)
R&D 센터를 중국 상하이에 개설했다. 이를 통해 아태지역에 유병률이 높은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이들 아시아 국가들과 천연물 신약을 비롯한 새로운 신약 프로젝트와 R&D 파트너십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한국 R&D 담당이사 영입으로 아태지역 국가들 중 R&D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주 이사는 “한국은 사노피-아벤티스의 기초연구 전략국가로서 본사 차원에서 한국의 연구개발
잠재력과 기술혁신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이번에 새로 개설된 AP R&D 센터와 협력해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을 가진 한국 파트너들이 개발한 신약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미국 UC 버클리에서 생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화학과 박사 후
과정을 마쳤다. LG 생명과학에서 신약설계 연구원으로서 당뇨 등 다양한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모델링을 담당하였고, 이후 파트너링,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리스크 분석과 기술가치평가 등의
R&D 전략기획 업무를 맡아왔다.
이승주 이사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신약 연구개발자들과 활발한 네트워킹을 위해 트위터(계정:
@KoreanDrug)를 통한 소통도 진행할 계획이다.
유럽 1 위 헬스케어 기업인 사노피-아벤티스는 지난해 6 월 보건복지부와 2013 년까지 국내에 총 700 억
원을 투자하여 기술 및 인적자원을 통해 국내 신약 개발과 R&D 인프라 선진화에 나선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KOTRA 와 GAPS
(글로벌선도기업 다중협력사업; 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를 통해 국내 유망기업 및 연구기관과
R&D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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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에 대하여
세계 100 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는 유럽 1 위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다.
세계적인 연구개발 조직을 바탕으로 약 19,000 여 명의 과학자들이 29 개 R&D 센터에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 혈전증, 항암, 당뇨병, 중추신경계, 내과영역, 백신을 포함한 7 개의 핵심 치료제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다양한 치료영역에서
세계적인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과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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