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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백신 접종의 날!”
사노피 파스퇴르, 예방접종주간 맞아 어린이 백신동화 공개
 어린이들이 예방접종과 친숙해지고,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백신동화 제작
 사노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플립북과 애니메이션 다운로드 및 열람 가능

서울 – 2020 년 4 월 27 일 - 세계최대규모 백신전문기업 사노피 파스퇴르㈜ (대표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 Baptiste de Clarens, 이하 “사노피 파스퇴르”)가 세계 예방접종주간(4.24-4.30)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동화 “오늘은 백신 접종의 날!”을 홈페이지에 27 일 공개했다.
백신동화 “오늘은 백신 접종의 날!”은 사노피 파스퇴르가 소아과 간호사와 의사들이 설립한 아일랜드의
어린이 건강 컨텐츠 전문 단체인 타이니헬스(Tiny Health, https://tinyhealth.info/)와 함께 어린이들의
예방접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었다. 백신을 처음 개발했던 에드워드 제너 박사의 이야기와
더불어 백신의 원리를 그림으로 쉽게 알려준다. 또한 숨은 단어 찾기, 그림 맞추기 등 게임을 통해 쉽게
백신과 친해질 수 있는 페이지들도 함께 수록되었다. 이 동화책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발간되었으며, 이번에 한국어판이 새롭게 공개됐다.
“오늘은 백신 접종의 날!” 동화책은 사노피 홈페이지 (www.sanofi.co.kr)에서 플립북 또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으로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pdf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의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 사장은 “어른보다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예방접종과 친숙해지고, 백신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백신동화의
한글판을 제작하게 됐다”며, “세계예방접종주간을 맞이하여 백신과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노피
파스퇴르는 백신전문기업으로서 감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어려움 극복을 위해 백신 개발
및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국사회 공공보건 파트너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교육 캠페인 활동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120 년 전통의 세계 최대 규모 백신전문기업으로, 매년 10 억 도즈 이상, 5 억
여명에 달하는 인구에게 예방접종 혜택을 제공하고, 전 세계 20 여 가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폭넓은 백신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국내에는 1989 년 국내 최초로 독감백신 원액을 공급한 이래
30 여 년간 국내 제약사 및 보건당국과 파트너십으로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5 가
혼합백신 ‘펜탁심(DTaP-IPV/Hib)’, 1 인플루엔자 백신 ‘박씨그리프주’ 2 및 ‘박씨그리프테트라주’ 3 ,
세계 최초 FDA 허가 4 가 수막구균 단백접합백신 ‘메낙트라주’4, 베로세포 배양 일본뇌염 생백신

‘이모젭주’5, 국내 최초 청소년∙성인 Tdap 백신(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아다셀주’6 등 12 종의
백신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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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파스퇴르㈜에 대하여
사노피 파스퇴르는 사노피 그룹의 백신 사업부문으로 110 년 이상의 오랜 백신 개발 역사를 지닌
세계 최대규모의 백신전문 기업이다. 사노피 파스퇴르 한국법인인 사노피 파스퇴르㈜는 1989 년 국내
최초로 인플루엔자 백신 원액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02 년에는 주사형 소아마비 백신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공급하고 있다. 이 외에 인플루엔자 백신(완제),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 형 뇌수막염 백신, A 형 간염 백신, 국내 최초의 청소년 및 성인용 Tdap
백신(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국내 최초의 DTaP-IPV 혼합백신, 국내 최초의 DTaP-IPV/Hib
혼합백신, 4 가 단백결합 수막구균 백신, 국내 최초의 베로세포 일본뇌염 생백신 등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About Sanofi
사노피는 인류가 당면한 건강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과 통증 및 고통을 경감시키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희귀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만성질환 환자 모두를 위해 일하고 있다.
전세계 100 개국 10 만여 직원과 함께 사노피는 과학적 혁신을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구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sanofi.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nofi, Empowering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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