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씰케어(CILcare)와 한국 노터스(Knotus)와 

파트너쉽 체결. 

 

한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청각 질환 예방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 가속화 기대 

 

세계 최고의 난청 질환 전문 CRO 인 씰케어사와 한국 비 임상 

CRO 선도 기업인 노터스는 난청 질환을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씰케어와 노터스는 공동협력을 통해 제약, 수의학, 

의약식품 및 의료 기기 전반에 걸쳐 씰케어의 최첨단 R & D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각 기능에 대한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지원 

할 것이다.  

 

청력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15 억 명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아직 

의학적으로 치료제가 밝혀 지지 않은 질환으로, 인구 고령화, 소음 

노출 및 여러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WHO 예측에 따르면 2050 년에는 25 억 명의 사람들이 

청력 상실로 고통 받을 것이며, 서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증가가 

관찰 될 것으로 예측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명과 청력 상실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아직 시중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를 

위한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 이다. 

  

“노터스는 한국의 바이오 생명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씰케어는 안과, 종양학, 염증, CNS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수의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서비스를 노터스에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기업들이 신약 출시를 위해 R & D 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매우 역동적 인 바이오 제약 산업 시장입니다. 

또한 첨단 치료법을 찾는 많은 얼리 어댑터가 있는 재생 의학을 위한 

혁신적인 허브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씰케어의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 인 와히드 아와드(Wahid Awad)는 밝혔다. 

 

“씰케어와 파트너 관계를 맺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신경학 분야에서 드문 전문 지식을 얻게 

되어 한국, 중국, 일본 및 호주의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청각 R & D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터스는 또한 유럽의 전임상 

분야에서 씰케어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을 확보하여 리더십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Knotus 의 김정래 해외 

영업 이사는 밝혔다. 씰케어와 노터스의 파트너십은 씰케어가 

참여하는 BIO Korea 2021(6 월 9 일~6 월 11 일, 코엑스)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