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젠자임코리아, 세계 다발성경화증의 날 맞아
“꿈다발로 다발성경화증 환자들을 응원합니다!”
- 국제다발성경화증협회와 함께 짂행하는 글로벌 본사 캠페인의 일환으로 „꿈다발 캠페인‟ 짂행
- 전세계 젠자임, 사노피 임직원 참여하여 다발성경화증 환자를 위한 응원 메시지 전달
2014년 5월 25일, 서울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희귀질환사업부문인 ㈜젠자임코리아(대표 박희경,
이하 “젠자임”)는 지난 23일 다가오는 „세계 다발성경화증의 날‟(World MS Day, 5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다발성경화증 환우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꿈다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젠자임과 사노피 그룹 소속 한국 계열사의 임직원들은 다발성경화증을 상징하는 오렌지색 풍선에
환우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을 적어 꿈다발을 만들었다. 이렇게 수집된 메시지들은 전세계 환자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World MS Day 2014‟ 캠페인 페이지(http://oneday.worldmsday.org)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젠자임 본사가 국제다발성경화증협회(Multiple Sclerosis International Federation)와 함께
진행하는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이다. 올해 „세계 다발성경화증의 날‟ 주제가 „환자 접근권(Patient Access)‟으로
정해짐에 따라, 다발성경화증 환자들이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과 장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계 다발성경화증의 날'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국제다발성경화증협회를 비롯, 세계의 여러
다발성경화증 협회들이 함께 제정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60여 개 국이 다양한 행사와 활동으로 기념하는
세계적인 질환 기념일이다.
다발성경화증은 뇌, 척수 그리고 시신경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면역계질환으로 평생
온몸 곳곳에 다양한 신경통증과 마비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질환이다.i 감각이상, 시각장애, 피로, 운동장애,
균형 감각이상, 장 및 방광 문제, 성기능 장애, 통증 등 환자마다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난다.ii 전 세계적으로는
250만 명 가량이,iii 국내에는 희귀질환으로 분류돼 약 1,800여 명이 이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ii

[사진 1] 젠자임 코리아, 세계 다발성경화증의 날 맞아
“다발성경화증 환자를 응원합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희귀질환사업부문인
㈜젠자임코리아 박희경 사장(가운데)과 직원들은 세계
다발성경화증의 날(5 월 28 일)을 앞두고 환자를 응원하기
위한 꿈다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환자들을 위한 약 100 개의 응원 메시지가 오렌지색
풍선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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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젠자임이 “다발성경화증 환자를 응원합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희귀질환사업부문인
㈜젠자임코리아의 박희경 사장(가운데)과 직원들이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을 위한 응원이 담긴 풍선을 들고
있다.

[사진 3] “다발성경화증 환자를 위한 희망 메시지
전해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희귀질환사업부문인
㈜젠자임코리아의 직원들이 세계 다발성경화증의 날(5월
28일)을 앞두고 환자를 응원하는 희망 메시지를 소망
풍선에 적고 있다. 이날 수집된 응원 메시지는
국제다발성경화증협회로
공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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