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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파스퇴르‘박씨그리프테트라주’,  

송가인과 독감 예방접종 독려 캠페인 진행 
“독감 예방은 선택 아닌 필수이어라~” 

 
- 박씨그리프테트라 홍보모델 송가인, 독감 예방접종 독려 캠페인 참여  

- 코로나-독감 동시유행 위기1 속에 ‘독감 예방은 필수’ 메시지 직접 전해  

- 고령자와 만성질환 보유자 등 감염 취약군은 독감 예방접종 필수 9  

  

 
박씨그리프테트라 홍보모델 송가인씨가 올해 독감 예방접종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서울 – 2020 년 9 월 24 일- 사노피 파스퇴르㈜ (대표 파스칼 로빈, Pascal Robin, 이하 “사노피 

파스퇴르”)는 자사의 독감 백신 박씨그리프테트라 홍보모델인 송가인씨와 함께 독감 예방접종 독려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 일 밝혔다. 

 

송가인씨는 박씨그리프테트라 홍보 모델로서 올해 코로나 19 와 독감의 동시 유행의 우려 1 속에서 

개개인의 독감 예방접종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실제 독감 예방접종을 통해  ‘독감 예방은 

선택 아닌 필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매년 겨울철마다 유행하는 독감2은 65 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 보유자 등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 9한 

감염 질환이다. 고령자는 면역력이 노화되거나 만성질환3,4,5으로 인해 독감 감염 시 중증합병증 및 입원 



위험이 증가한다.6,7 또한 독감은 호흡기 감염뿐만 아니라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8 11 월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적절한 면역력을 얻는 것이 권장된다.9 

 

박씨그리프테트라 홍보모델 송가인씨는 “올해 코로나 19 로 인한 독감 예방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씨그리프테트라의 홍보모델로서 국민들에게 독감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깊고, 책임감도 느낀다”며, “독감은 특히  

고령자에게 더 치명적인 질환이 될 수 있으므로, 독감 유행 전 꼭 예방접종을 하고, 건강을 

지키기 바란다”고 전했다. 

 

사노피 파스퇴르의 파스칼 로빈 대표는 “브랜드 모델 송가인씨를 통해 독감 예방접종이 필요한 

타깃들에게 ‘올해 독감 예방은 선택 아닌 필수’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사노피 파스퇴르는 한국사회의 공공보건파트너로서, 독감 예방이 필요한 분들이 제때 독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노피파스퇴르의 독감백신 박씨그리프테트라는 1만 3 천명 이상이 참여한 총 6 건의 대규모 글로벌 

임상(유럽, 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등 4 개 대륙)을 통해 생후 6 개월 이상 영유아 및 소아 청소년, 65 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전 연령에서 우수한 면역원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확인했다.10,11,12,13,14,15 

 

박씨그리프테트라주(Vaxigrip Tetra)에 대하여 

박씨그리프테트라주는 2 종의 A형 바이러스 주(strain)와 1 종의 B형 바이러스 주(strain)만 포함했던 

기존 의 3 가 독감 백신과 달리 B형 바이러스 주 1 종을 추가해 총 네 개의 독감 바이러스 주(strain)에 

의 한 감염을 광범위하게 예방한다. 박씨그리프테트라주는 총 6 건의 대규모 글로벌 임상을 통해 생후 

6 개월 이상 전 연령에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10,11,12,13,14,15 박씨그리프테트라주와 같은 4 가 

독감 백신은 독감 역학 변화와 B 형 바이러스 주(strain)의 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독감에 의한 사회적 부담과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 (EMA)은 4 가 독감 백신의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에 대하여 

사노피 파스퇴르는 사노피 그룹의 백신 사업부문으로 120년 이상의 오랜 백신 개발 역사를 지닌 글로벌  

백신 기업이다. 사노피 파스퇴르 한국법인인 사노피 파스퇴르㈜는 1989 년 국내 최초로 독감 원액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02 년에는 주사형 소아마비 백신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이 외에 독감 

백신(완제),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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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dicated to supporting people through their health challenges. We are a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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