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사노피 파스퇴르㈜ 세계 뇌수막염의 날 기념
‘파비앙과 함께하는 메낙트라 태권도 교실’ 성료
-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마련돼 질환 예방 의지 다져
- 사노피 파스퇴르∙SK케미칼 임직원 가족 참여해 ‘성황’
[2015년 4월 20일, 서울] 사노피 그룹의 백신 사업부인 사노피 파스퇴르 (대표 레지스 로네,
Regis Launay)가 제7회 세계 뇌수막염의 날을 맞아 방송인 파비앙과 함께 하는 메낙트라 태
권도 교실을 18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4월 초 메낙트라의 발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는 사노피 파스퇴
르가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예방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한 방송인 파비앙이 일일 태권도 사
범으로 초빙됐다. 또한 레지스 로네 대표 가족을 포함, 임직원 가족과 사노피 파스퇴르의 파
트너사인 SK케미칼 (대표이사 한병로) 임직원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 국내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질환 예방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탑영어태권도장에서 진행된 메낙트라 태권도 교실은 파비앙의 지도 하
에 차기, 지르기 등의 기본 동작은 물론 격파술, 태권체조 등 임직원 가족들이 쉽고 재미있
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됐다. 태권도 유단자인 레지스 로네 대표는 이날 자녀와 함
께 직접 태권도 동작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또한 임직원들은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4개 혈청형(A, C, Y, W-135)이 쓰여진 송판을 직접 격파하며 질환 퇴치 의지를
다졌다. 1
레지스 로네 대표는 “한국의 전통 스포츠인 태권도를 통해 임직원들과 파트너사가 함께 질환
예방 의지를 다지게 되어 기쁘다”며 “사노피 파스퇴르는 수막구균 뇌수막염 백신 연구/개발
에 있어 세계적으로 오래된 역사를 지닌 만큼 저희 모두 사명감을 갖고 질환을 예방하는데
앞장서서 국내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해부터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예방 캠페인 및 메낙트라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파비
앙은 “‘세계 뇌수막염’의 날을 맞아 건강한 체력을 기르는 태권도와 함께 수막구균성 뇌수막
염 예방 메세지를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백신을 필수 접종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2, 3 메낙트라 발매에 맞춰 한국에도 단체생
활, 해외여행 등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해 질병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 수막구균에 의해 감염돼 생기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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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나 24시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생존자의 11~19%에
서 사지절단, 난청, 신경장애 등의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겨 예방이 필요하다. 4 수막구균 뇌수
막염 백신인 메낙트라는 2005년 미국식품의약국(FDA)로부터 세계 최초 승인을 받은 4가 단
백접합백신으로 5, 6 국내에서는 지난해 만 11세 이상 55세 이하를 대상으로 허가 받았다. 7 올
해 내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적응증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4가 수막구균 뇌수막염 단백접합백신인 메낙트라는 현재 동종백신 중 전세계에
서 가장 많이 접종되고 있는 백신으로, 전세계 55개국 이상에서 7천 3백만 도즈 상당이 공
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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