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사노피, 서울아산병원과 5년간 포괄적인 신약 임상연구 협력 구축
-

사노피가 개발 중인 신약 물질과 서울아산병원의 세계적인 항암 연구 역량 결합
1상 임상시험 포함 한국이 항암 신약 개발의 조기 임상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 마련

2011년 10월 12일 –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인 사노피와 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성욱)은 향후 5년간
신약개발 임상연구를 위한 마스터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신약 임상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식에 참여한 바라바니 드와키, 사노피 항암 R&D 전략 및 포트폴리오 담당 부사장과 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 외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오른쪽 첫 번째 최은경 서울아산병원 연구기획관리실장, 왼쪽
네번째 무루가 바디베일,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메디컬디렉터))

이번 계약은 사노피가 본사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임상연구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북아 신약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사노피가 개발 중인 신약 물질과 서울아산병원이 보유한 세계적인 항암
연구 역량이 결합해 아시아에서 한국이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의 조기 임상연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사노피와 서울아산병원은 원리 증명(POC: Proof of Concept)
연구를 통해 1상 임상 시험을 공동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 허가 시간을
단축시키고, 한국 및 아시아 국가 환자들에게 신약을 조기에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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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연구기획관리실장 최은경 교수는 “이번 협약으로 사노피와 같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과
신약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임상연구 협력을 구축하게 되어 기쁘다”며, “우수한 인적 자원과 의료설비,
혁신적인 연구 기술력을 가진 서울아산병원이 신약 개발, 특히 항암 신약 연구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마리 아르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사장은 “전문성 및 수준 높은 연구 시스템으로 암 치료 및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과의 협약은 사노피가 신약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에 혁신적인 신약을 보다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유수의 임상연구 센터들과 이와 같은 신약 임상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2013년까지
국내에 총 700억 원을 투자하고, 기술 및 인적자원을 통해 국내 신약 개발과 R&D 인프라 선진화에
나선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과 신약개발 협력, 투자,

기술제휴, 라이선스 계약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신약물질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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