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새 비전으로 통합 플랫폼 구축

사노피, 새해맞이 기업 홈페이지 새 단장
- 사노피, 국내서 표준화된 '통합플랫폼' 구축
- ‘반응형 디자인’ 도입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한 웹사이트로 단장
- 변모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건강한 삶의 동반자’라는 기업 비전 이어갈 것

2019 년 1 월 29 일, 서울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국내 제약사업부문인 주식회사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이하 ‘사노피’)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기업 홈페이지(www.sanofi.co.kr)를
새롭게 단장했다고 29 일 밝혔다.
이번 변화는 지난 2006 년부터 사용하던 기업 홈페이지를 사노피 비전인 ‘임파워링 라이프(Empowering L
ife)’에 맞춰 재단장했다. ‘임파워링 라이프’는 사노피가 건강한 삶의 동반자(Health Journey Partner)로서
사람들이 삶을 최대한도로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2017 년에 선포되었다.
또한 2017 년까지 사노피가 국내에서 3 개로 운영했던 기업 관련 홈페이지를 이번에 사노피 4 개 사업부
(전문의약품, 스페셜티 케어, 백신, 컨슈머 헬스케어)를 아우르는 표준화된 ‘통합플랫폼’으로 구축했다.
기업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한 것 역시 특징이다. 사노
피 관련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메인 화면, 메뉴, 그래픽을 배치했으며, ‘반응형 웹 디자인
(responsive web design, RWD)’ 방식을 적용해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스플레이의 종류에 관계
없이 최적화된 홈페이지 디자인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셜미디어(SNS)와도 연동되어 SNS 상
에서도 쉽게 홈페이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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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커뮤니케이션 및 CSR 을 총괄하는 박선미 상무는 “변모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와의 소통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기업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며, “건강한 삶의 파트너라는 기업 비전에 걸맞게
온라인 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새 단장은 본사의 공식 홈페이지(www.sanofi.com)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사 홈페이지에서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활용, 자사 소식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업계 정보 및 통찰
등을 영어와 불어로 제공하고 있다.
###
사노피(Sanofi) 그룹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가 당면한 건강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백
신과 통증 및 고통을 경감시키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희귀질환 환자뿐만 아
니라 수백만의 만성질환 환자 모두를 위해 일하고 있다.
전세계 100 개국 10 만여 직원과 함께 사노피는 과학적 혁신을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구현하고 있다. 보
다 자세한 정보는 www.sanofi.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nofi, Empowering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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