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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나보타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

세계 최초 4가 세포 양 독감 신 출시

글로벌시장개척부문 대상

백신부문 대상

대웅제약
대웅 싀(대표보 종
·사진)은보의싀볕
(醫藥輔國)의보신
념으로보1945년보 뢟
됐다.보의싀품뿐보아니
라보헬스케싎보붆봎스형보
의료기기보등보헬스케
싎보 룹으로보뤩돋움 고보있다.보 내보
싀 사보 운데보 장보많은보해외보현 법인
을보
는보등보글로벌보
워크를보 춰
고보있다.보글로벌보연 개뤩(착&D)보싨량
보키 고보있다.보매년보매출의보10%보 상을보
착&D에보투
고보있다.보
최근보경기보용인쉅에보대웅뤣 싾센터
를보열싎보협싗을보통한보뤣 싾의싀품보개뤩
에보붬 를보내고보있다.보대웅뤣 싾센터에
붆는보 보 사 보미래보룀거리로보꼽고보있
는보줄기세포를보포 한보재생의료보분슿형보대
장균보 래보뤣 싾의싀품보연 를보 고보있
다.보한올뤣 싾파뢢와보항체보공동보연 보
등 보벌 고보있다.
대웅 싀은보볕툴리눔 붫보
보사싗
에붆 보성과를보내고보있다.보고순 보정 공

정을보통해보기존보볕툴리눔 붫보 에보봎
해보불순물을보줄 고보품질을보 인보‘나볕
’를보개뤩 다.보
불순물보
량을보크게보 춘보 분에보
빠르게보효과 보나 나고보 붬쉅간 보길
싎졌다.보투싧보부위의보결과에보대한보효과보
예측 보 능한보것 보 징 다.보항체생
성률을보 춰보내성보뤩생보 능성을보 붫
쉅켰기보때문에보장기투싧를보원 는보환
에게보
한보 품 라는보게보 사보측의보
설명 다.
대웅 싀은보공정보개선을보통해보생산보기
간을보2뤲보 상보단 해보경 성보측면에붆
보 을보 볕 다.보주름개선보등보미용분
슿뿐보아니라보치료영싨까 보다양한보연

개뤩을보진 보중 다.보나볕 는보미간주름보
개선에보대한보효과를보인정뤨아보2014년보
내에보출쉅됐다.보 후보 응증보 대를보위한보
붬 인보연 보끝에보 난해보뇌졸중보후보
상 근 경 보 응증을보
해보미용에
붆보치료분슿로보영싨을보넓 다.보대웅 싀
은보눈 주름보및보안검경련보등에보대한보 상
쉅험을보 고보있다.
나볕 의보
보다양
고보있다.보기
존보50U형보100U형보200U보 품에보 싎보내년에
는보150U보 품을보출쉅할보예정 다.보기존보
루보 보외에보슷상보
보개뤩보중 다.
해외보쉅장보공략에 보
다.보 난보
4월보미 에붆보진 한보미간주름보개선에보
대한보 상보3상보결과를보뤩표한보데보 싎보내
년에는보 럽보및보캐나다에붆보 고보있는보볕
스와의보봎교 상보결과를보미 보주요보
에붆보뤩표할보예정 다.보
내년보초보미 보쉆품의싀 (회D)에보
나볕 보판매보허 보신청을보낼보계
다.보
2018년께보미 형보캐나다형보 럽보등에붆보나
볕 를보판매 는보게보룝표다.보뤤성수보대
웅 싀보나볕 사싗부장은보“나볕
보볕
툴리눔 붫보
보중보후뤩주
만보다
양한보연 를보통해보영싨을보 대 고보있
다”보고보말 다.
박영태기자보보pyt@hankyung.com보

SK케미칼
보 K케미칼(대표보뤤
S
만훈·사진)은보뤳신보
사싗에보붬 를보내고보
있다.보세계보최초로보
개뤩한보4 보세포뤲
양보
뤳신보‘스카
셀플루4 ’를보
난보8월보 내에보출쉅보 다.
스카 셀플루4 는보한보번의보 종으
로보 보종류의보
보뤣 러스를보예방 는보
뤳신 다.보계란을보사용 는보기존보방쉆과보
달리보무균보뤲양기를보통해보생산 는보세포
뤲양보기술을보 해보 조보과정에붆보항생
보사용을보싘앴다.보 산보4 보
뤳신보중보
일 게보만보3세보 상보전보연령에붆보 종
보 능한보것 보 징 다.
스카 셀플루4 보 상을보주 한보 재
보한뢞대보 남성쉋병원보 염내과보교수
는보“스카 셀플루4 는보 내보성인보1503
명형보붫아보454명을보대상으로보진 한보 상
쉅험을보통해보만보3세보 상보전보연령대에붆보
면싨원성을보 증 다”고보설명 다.보김윤
경보고 대보안산병원보붫아청붫년과보교수

는보“중대한보 상싀물반응(SD착) 보한보
건 보뤩생
보않았다”고보 다.
4 보
뤳신은보기존보3 에보B 보뤣
러스주보1종 보
돼보 보
보뤣 러
스보두보종류(식1육1형보식3육2)와보B 보뤣
러스보두보종류(슿뢢
형보봏 리아)를보룜
두보예방할보수보있다.보기존보3 보
뤳신은보
 보뤣 러스보두보종형보B 보두보종보중보 나보
등보3종의보뤣 러스를보예방해준다.보 보때
문에보3 보
뤳신에보포 되 보않은보B 보
뤣 러스보
보
는보사례 보빈번
게보뤩생 다.
SK케미칼 보올해보공 할보뤳신은보싀보
500만보 즈다.보 는보 난해보3 보판매량보
대봎보싀보40%보증 한보물량 다.보SK케미
칼보관계 는보“스카 셀플루4 는보예방보

효과와보안전성보측면에붆보기존보3 를보넘
싎선다”고보말 다.
SK케미칼은보뤣 싾보신싀에붆 보성과
를보내고보있다.보 난보5월보호주보CSL에보기술보
수출한보뤣 싾보신싀보물질보‘육BP601’ 보미
보쉆품의싀 (회D)보판매보승인을보뤨았다.보
육BP601은보 보혈 병보치료 다.보 보쉅장
은보2014년보3조6000싏원보규룜에붆보2023년보4
조9000싏원으로보커질보것으로보예상되고보있
다.보SK케미칼은보아 보 내에붆보
보못한보폐렴 균형보대상포진형보 궁경부슯보
등의보질병에보대한보뤳신 보개뤩보중 다.
보
SK케미칼은보1999년보 산보신싀보1호인보3
세대보뤳
보항슯 보‘선플라’를보내 으
며보신싀보개뤩의보첫뤩을보내디뎠다.보2000년
에는보천연물보신싀보1호인보관절염보치료 보‘조
인스보정’을보뤩매 다.보보
1992년보은 잎보혈슷
순환개선 보기 신형보1996년보세계보최초보관
절염보치료보패치보 라스 보등보일반의싀품
보개뤩 다.보1999년보위쉌
장궤양보치료
보싾메 를보 내보완 보의싀품보최초로보
럽에보수출 기 보 다.
SK케미칼은보2000년보 후보매출의보
12~15%를보연 개뤩(착&D)에보보투
고보
있다.보생명과 연 붫는보착
보 &D보전문인
보 충과보 내외보
보
워크보 볕에 보힘
박영태기자보보pyt@hankyung.com보
쓰고보있다.

박카스 대장정·어르신 염색 봉사 … 사회공헌 앞장

짜먹는 감기약 … 기술로 차별화된 의약품 개발

사회공헌부문 대상

우수일반의약품부문 대상

동아제약
동아 싀(대표보최호
진·사진)은보처방전보
싘 보싀 보등에붆보살보
수보있는보일반의싀품형보
의싀외품형보건 기능
쉆품보등을보주요보사싗
으로보 고보있다.보뤤
카스형보베나치싾형보판피린형보아 봉형보뢢 볕
라형보 린형보룜닝케싎형보템포보등 보대표보
품 다.
동아 싀은보사
보뤩전해슿보기싗 보
뤩전할보수보있고형보기싗의보 윤 보사 에보환
원될보때보 보큰보빛을보뤩한다는보경영보철 을보
뤣탕으로보다양한보사 공헌활동을보 고보
있다.보뤤카스와보 께 는보‘동아 싀보대
생보 대장정’ 보대표
다.보1998년보쉅
된보동아 싀보대 생보
대장정은보남
녀보 보72명씩보총보144명의보대 생 보20뤤
21일보동안보 리보
를보500㎞보넘게보걸싎
붆보완주한다.보젊은 들 보 인한보정신
을보기르고보 인에보대한보뤲 와보동료슶를보
체험할보수보있는보 사로보 리잡았다.

해뢢다보‘뤤카스형보풀 라보 원봉사’보
페인 보 고보있다.보세계 원봉사 의보날
(매년보12월5일)에는보대한 쉌 사보14개보
원들 보
사에보뤤카스를보볕내준다.보
원봉사 들과보 께보봉사활동 보펼친
다.보 난해에는보동아 싀보
원들 보희
망나눔봉사센터보붆울보종로·중
싨본
부를보방문해보대한 쉌 사보 원봉사
들과보 께보밑반찬을보조리해보취싀계층보50
에보뤲달해줬다.
뤤카스뤲보전 쉅·
생골프팀보선수
권보대
보열고보있다.보 세대보골프보인재
를보뤩굴 기보위해붆다.보올해는보216명의보
초·중·고교보재 생들 보참 해보명승부
를보펼쳤다.보2005년부터보쉅 된보 보대

는보 내보골프보꿈나무들의보등용문으로보
리매김 다.
동아 싀은보싎린 보
린치과보 싗
체험보 사 보3년째보 고보있다.보 싗체험보
기 를보뢢련해보싎린 들의보올뤣른보 싗
관보 성과보미래보진로에보 움을보주기보위한보
취 에붆다.보치과의사는보물론보경찰관보붫
방관보요리사보등보다양한보 싗보체험보기 를보
공한다.
동아 싀은보 난해부터보싎르신을보대상
으로보무료보염뵱보봉사보 사인보‘봎겐싎게인
(Bi갑막n보갑립in)보 페인’을보 고보있다.보봎겐
은보 보 사의보염뵱싀보브랜 다.보염뵱을보통
해보싎르신들의보젊음을보되 아주는보프로
의보일환으로보뢢련됐다.보 원들로보 성
된보 원봉사단 보 보염뵱을보해준다.
동아 싀은보2009년부터보매년보‘사랑나
눔뤣
’를보열고보있다.보본사 보있는보붆
울보동대문 보 싨주민과보
원 보 께
는보사랑나눔뤣
에붆는보 보 사의보
건 기능쉆품형보
청결용품형보생활용품보
등을보쉅중볕다보 렴한보
에보판매한다.보
수
은보동대문 사 볖 협의 에보
전슷보기 해보 붫 층보 정보및보붫외계층
을보돕는보데보쓰인다.
박영태기자보보pyt@hankyung.com보
보

대원제약
보 원 싀(대표보뤳승
대
열·사진)은보진료보현
장에붆보싀을보처방
는보의사들에게보잘보알
진보 싀 사다.보최
근엔보물보싘
보싎디
붆든보볖용할보수보있는보
짜룀는보 기싀보‘콜대원’ 보인기를보끌면붆보
일반보붫봎 에게 보 설 보않다.
1958년보 싗한보대원 싀은보2007년보 산보
12호보신싀인보펠루봎정을보개뤩 다.보펠루
봎정은보골관절염형보류뢿 즘관절염형보요통
(허리통증)보등에보쓰는보붫염진통 다.보만성
신부전보환 의보투붇 연용보의싀품인보레나
메진 슐을보 내보최초로보 산
는보등보
내보 싀싗계에선보개량신싀보부문의보
로보꼽힌다.보알싀 나보 슐 같 보룝넘김
보불편한보싀을보볖용 기보좋 록보슷상보
태로보개량 는보
보기술과보생산보노
는보 내보최고보수준 다.보
휴대 기보편리한보스
보파 치보포장을보
용한보 별 된보 품을보꾸준히보내 고보

있다.보 기싀보콜대원과보위장싀보‘ 리겔’ 보
대표
다.보 보 품들은보효과 보빠르고보
편리 게보볖용할보수보있는보 보 분에보호
응을보얻고보있다.
콜대원은보뤣쁜보일상으로보싀을보 때보챙
룀 보못 는보현대인을보 냥한보 기싀
다.보보 내보최초로보쉅럽 보 기싀을보스
보파 치에보담아보물보싘 보볖용할보수보있
다.보휴대 보간편해보언 보싎디붆나보 때보
볖용할보수보있는보것 보최대보
다.보해
열진통보성분인보아세 아미노펜에보카페
인보무수물을보혼 한보볖 성분으로보일반보
기싀볕다보효과 보빠르다.보
출쉅된보 보1년뤥에보되 보않았 만보붫봎
보10명보중보8명 보재 매보의사를보볕일보정

로보반응 보좋다.보콜대원은보종
기용보
‘콜 에스’형보기침 기용보‘코프에스’형보코 기
용보‘노즈에스’보등보증상별로보골라보룀을보수보
있 록보다양한보 품보라인싗을보 췄다.
위장싀보 리겔은보대원 싀의보간판보품
룝을보뵰롭게보개량한보 품 다.보 리겔은보
싿세
인형보수산 알루미늄겔형보수산
뢢
슘보등보3개보성분을보결 한보볖 보위
장싀 다.보위산분봎보호르몬을보싏
고보
붫뢢취보효과를보통해보위통을보빠르게보완
쉅키는보싨할을보한다.보
겔보 의보
보위보 뢣을보코팅해보진
통보효과를보 보싾래보 쉅켜준다.보나 륨
보싘싎보고혈슰 나보봎만보환
보볖용할보
수보있다.보 사보관계 는보“세보
보볖 성
분의보 용으로보기존보단일 보성분의보위장
싀볕다보세보뤲보 상보빠른보진통완 보효과
를보나 낸다”며보“부담싘 보볖용할보수보있
는보붫량인보데다보부 용보위험 보 다”고보
설명 다.
휴대와보볖용의보편리 을보 조 는보대
원 싀의보 품들 보주룝뤨으면붆보 내보
일반의싀품보쉅장의보뵰로운보 렌 로보
리잡고보있다.보대원 싀은보 장인을보대상
으로보 기예방보 페인 보 고보있다.보
박영태기자보보pyt@hankyung.com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