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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프랑스 파리 ‘비바 테크놀로지 2019’서  

유망 스타트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협업 가능성 모색 

 
 사노피, 프랑스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 ‘비바 테크놀로지’에 ‘17 년부터 

후원사로 참여, 건강한 삶의 동반자 등 2 개 챌린지 진행  

 스카이랩스 등 전 세계 34곳의 스타트업 초청 … 사노피 홍보관서 

비즈니스 피치 및 전시 기회 제공 
 
 

2019년 5월 23일, 서울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최

대 혁신기술 컨퍼런스인 ‘비바 테크놀로지 2019(Viva Technology 2019, 이하 ‘비바 테크 2019’)’에 참

여, ‘건강한 삶의 동반자(A Health Journey Partner)’와 ‘아프리카에서의 혁신 가속화(Accelerating Inno

vation in Africa)’라는 2개 챌린지(Challenge, 주제)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비바 테크놀로지(이하 ‘비바 테크’)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투자자 및 각 분야 리더들이 모

여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프랑스 최대의 국제 스타트업 행사로, 약 9천여 곳의 스타트업과 2천여 명에 

달하는 투자자, 10만여 명이 넘는 참관객이 모인다.i 

 

사노피는 인류가 당면한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는 경영 전략 하에 3년 연속으

로 비바 테크의 주요 파트너로 참여해, 전 세계 스타트업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탐색하고 

있다. 올해 사노피는 ‘건강한 삶의 동반자(A Health Journey Partner)’와 ‘아프리카에서의 혁신 가속화

(Accelerating Innovation in Africa)’ 2 가지의 챌린지(Challenge, 주제)와 함께 주제 별 각각 5개와 3개

의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챌린지인 ‘건강한 삶의 동반자’ 부문에서는 ▲임상시험 중 유효 생체신호 측정 기술 ▲구조화

되지 않은 환자 데이터의 자동 비식별화 솔루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정보 음성 제공 솔루션 

▲음성기술을 활용한 감기 및 알레르기 증상 감지 기술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진단 속도 향상, 환자 

및 전문센터와의 매칭 속도 향상 기술 등의 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사노피는 약 7: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서류 심사를 거쳐 24곳의 스타트업을 비바 테크 2019행사에 초

청하고,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유(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 전시장 내 사노피 홍보관에

서 자사 최고 경영진 및 핵심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피치와 전시 기회를 제공했다. 이 

중 국내 스타트업으로는 ‘임상시험 중 유효 생체신호 측정 기술’ 과제에 지원한 건강 분석 및 진단 시스

템 개발 업체 ‘스카이랩스’가 2회 연속 초청됐다. 

 

앞으로 협업이 확정된 스타트업에는 ▲파트너십 가능성 모색을 위한 실무자와의 조율 ▲글로벌 시장

에서의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멘토링 ▲실제 사노피 내부 전문인력과의 파트너십 기회가 주어진다.  



 

두 번째 챌린지인 ‘아프리카에서의 혁신 가속화’ 부문에서는 ▲성인 당뇨병 환자에서의 진단 및 질환

관리 기술 향상 ▲의료 소외지역 내 의약품 접근성 개선 ▲연구 및 건강증진 목적의 건강 데이터 활용 

시 의사결정권자 지원책의 3가지 세부 과제로 진행됐으며, 아프리카 국적의 여러 스타트업에서 222

개의 프로젝트가 접수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국내에서 사노피를 총괄하는 배경은 대표는 “사노피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R&D 생태계 구축에 힘

써 왔으며, 인류가 당면한 건강문제 해결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을 경영 전략으로 채택했다” 

며, “유망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모색해 건강한 삶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앞으로

도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건강한 한국사회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노피는 이번 비바 테크 2019 기간 동안 행사장 내 ‘테크포헬스 랩(Tech4Health Lab)’과 ‘아프리

카테크 부스(Afric@Tech booth)’ 명칭의 대형 홍보관을 설치해, 챌린지 참여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피

치 및 전시 등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헬스케어 사례 공유, 특별 강연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미래 헬스케어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스타트업 투자자의 만남 등의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세한 사항은 ‘비바 테크’ 홈페이지 내 ‘사노피 챌린지’ 페이지와 사노피 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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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국 10만여 직원과 함께 사노피는 과학적 혁신을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구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sanofi.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nofi, Empowering Life 
 

 

REFERENCES 

                                                
i 비바 테크놀로지 홈페이지 (https://challenges.vivatechnology.com/en/challenges/discover-vivatech), 2019 년 5월 16일 기준 

http://www.sanofi.co.kr/
https://challenges.vivatechnology.com/en/challenges/discover-vivate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