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RO Clinpharm, 새 브랜드 아이덴티티 공개 
 

- 고객 중심의 혁신업체로 재브랜딩  
 

(뭄바이, 인도 2013 년 1월 16 일 PRNewswire=연합뉴스) 굴지의 풀 서비스 임상시험 수탁 

기관인 SIRO Clinpharm 이 금요일 새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개했다. 새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SIRO Clinpharm 이 최근 단행한 사업 전략 변혁을 확인시켜줬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58672-SIRO-Clinpharm-unveils-new-brand-identity 

 

몇 달 전, SIRO Clinpharm 은 고객에게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자사 사업을 쇄신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통합하는 매우 야심찬 목표에 착수했다.  
 

SIRO Clinpharm 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Dr. Gautam Daftary는 “자사는 지난 16 년 동안 축적한 

방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로 도약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면서 “자사는 고객 중심 리더십을 

통해 여러 전문 영역에서 깊이를 구현했고, 사람, 과정, 기술 및 솔루션이라는 4 가지 기둥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SIRO Clinpharm 의 CEO인 Gopakumar Menon 은 “자사는 고급 기술, 사내 영역 전문성 및 

진화하는 에코시스템과 같은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임상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CRO 중 하나”라면서 “자사는 새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통해 기존 서비스를 뛰어넘어 높은 

가치의 비저네리 접근법, 쉼없는 고객 초점 및 강력한 거버넌스를 도모할 것이다. 자사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IRO Clinpharm 은 이와 같은 변혁을 통해 고객 경험에 집중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Gopa 대표는 

“꼭 맞는 솔루션을 통해서만 가능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브랜드 아이덴티티 공개로 전 세계 지점에서 근무하는 SIRO 직원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뭄바이에서 SIRO Clinpharm 경영진이 새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개했고, 이 행사는 전 지역으로 

라이브 웹캐스트됐다.  
 

SIRO Clinpharm 소개 

2012 년과 2011년 Frost & Sullivan 의 올해의 인도 CRO 상을 받은 SIRO Clinpharm은 국제 

건강관리 산업에 약물 개발 솔루션을 공급한다. SIRO Clinpharm 은 주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임상 실험 관리, 임상 자료 관리, 메디컬 라이팅, 생물통계 및 통계 프로그래밍 그리고 약물 감시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난 16 년 넘게 성공적인 기록을 세워온 SIRO Clinpharm은 세계 

최고의 생물제약 및 의료 장치 기업들 대부분과 협력한다. SIRO Clinpharm 은 종양학, 당뇨병, 

심장학, 전염병 및 호흡계 등과 같은 영역에서 치료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SIRO Clinpharm 은 

고객 수요를 바탕으로 서비스 버티컬 전반에 걸쳐 유연한 사업 모델을 제공한다.  
 

SIRO Clinpharm 서비스에 관한 추가 내용은 http://www.siroclinpharm.com 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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