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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프리미엄 파트너십 체결
2021 년 7 월 19 일, 서울 – 토니 에스탕게(Tony Estanguet)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파리 2024’) 회장, 폴 허드슨(Paul Hudson) 사노피 CEO, 세르지
와인버그(Serge Weinberg) 사노피 이사회 의장은 사노피가 2024 년 파리에서 개최 예정인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위한 파리 2024 의 프리미엄 파트너(Premium Partner of Paris 2024)로
선정됐다고 13 일(프랑스 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로써 파리는 100 년 전 열린 1924 년
올림픽을 필두로, 하계 올림픽을 세 번째 개최하는 세계 두 번째 도시가 된다.
파리에 본사를 둔 사노피에게 이번 파리 2024 와의 파트너십은 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 중
하나인 올림픽을 통해 10 만명의 임직원들이 단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파리 2024 와의 협력은 사노피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을 강조하며, 전
세계에 사노피의 포용성, 다양성 및 개방성의 가치와 환경 보존에 대한 신념을 확고하게
보여준다.
사노피는 올림픽을 더욱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회로 만들기 위한 파리 2024 의 열정을
환영하며, 신체 활동이 건강에 주는 이점을 강조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폴 허드슨 사노피 CEO 는 “사노피가 2024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에
기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파트너십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공유되는 포용성과 다양성, 세계에 대한 개방성, 용기, 결단력과 탁월성과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임직원들이 단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사노피가 지난 15 년 동안 스포츠 교육을 통한 사회 통합 활동 단체(Sport dans la Ville)를
후원하며 젊은 세대의 사회적직업적 통합에 기여해 온 것처럼, 스포츠는 희망과 인내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스포츠 행사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전 세계 사노피
임직원들은 질환이 미치는 영향력과 이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토니 에스탕게 파리 2024 회장은 “사노피와 같은 선도적인 프랑스 기업이 파리
2024 의 여정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 우리는 높은 기준, 창의성 및 공유 그리고
유용성에 대한 열망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사노피의 네트워크는 우리가
프랑스 전역에 올림픽을 홍보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스포츠의 이점을
공유하며, 보다 활동적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노피는 이번 파트너십과 파리 2024 의 후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파리와 프랑스 전역에
있는 임직원들과 사업장을 하나로 연결하고 자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세르지 와인버그 사노피 이사회 의장은 “파리 2024 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글로벌 이벤트로, 이 대회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은 사노피에게 중요한 일이다. 2024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프랑스에서 사노피가 이룩한 뛰어난 발자취와 현지
커뮤니티의 역동성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파리 2024 에 대하여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파리

2024)는

프랑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프랑스 국가올림픽 체육위원회(CNOSF), 파리시가 공동으로 체결한 개최 도시 협정에 따라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의 기획, 조직, 재정, 운영의 업무를 수행한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각각 206 개국 1 만 500 명, 82 개국 4,350 명의 선수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로 상당한 미디어 영향력을 자랑한다. 이 대회는 전 세계에서
1,300 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모이고, 40 억 명의 시청자의 누적 TV 시청 시간이 10 만 시간
이상인 스포츠, 경제 및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세계적인 행사이며, 그 영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2018 년 1 월 출범한 파리 2024 는 올림픽 3 관왕이자 IOC 위원인 토니 에스탕게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운영은 CNOSF, 파리시, 일드프랑스 지역(the Île-de-France Region), CPSF, 파리
메트로폴리탄 지역(the Greater Paris Metropolitan Area), 센생더니(Seine Saint-Denis) 주의회,
올림픽 관련 지방 정부 대표 등 창립 회원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에서
담당한다.

사노피(Sanofi) 그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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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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