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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Bristol-Myers Squibb의 사명은 환자들이 심각한 질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발견, 개발 및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 환자를 중심에 둡니다. 우리는 우수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제품의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성분이 그 제조사의 명예와 정직이라는 BMS의 전통에 영감을 

받습니다. 

2014 BMS 비즈니스 윤리 행동 기준인 정직의 원칙에서, BMS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는 매우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한  고규제 산업 분야에 몸담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책임있는 자세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정직의 원칙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정직의 원칙은 우리의 방침 및 절차의 구성요소이며 우리 행동의 지침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동료와 우리 협력업체나 공급업체와 어떻게 일하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전세계의 환자와 커뮤니티와 환경에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 공통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 원칙들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사업 결정의 일부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원칙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 

의문이 있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직을 위한 변함없는 노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임직원들께, 

Lamberto Andreotti 
CEO

Alan Lacy  
이사회  
감사위원장

Anne Nielsen 
Compliance and Ethics 최고
책임자

환자들이 심각한 질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발견, 개발 및 제공하는 것

우리는 환자와 고객, 임직원, 글로벌 커뮤니티, 주주, 환경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각 제품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성분이 우리의 정직이라는 신념에 따라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관리구조와 최고 수준의 윤리적 행동 기준을 갖고 우리의 사업을 운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 관계자 분들의 니즈를 더 잘 이해하고자 투명성과 대화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의 
협력업체와 –공급업체에게 또한 같은 기대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환자 및 고객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충족되지 않은 의료적 필요성을 위한 혁신적이고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적 우수성과 바이오의약품 연구와 투자, 개발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의약품을 통해 임상적 및 경제적 혜택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과학적 엄중함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품화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널리 제공하고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리의 직원들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인재를 받아들이고 포용의 문화를 지향합니다. 건강, 안전, 전문성 개발,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직원에 대한 평등하고 존중하는 처우는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해 

우리는 커뮤니티의 건강을 증진하고 커뮤니티 내 지속성을 개선시키는 의식적인 시민정신을 
고양합니다. 

우리의 주주에 대해 

우리는 우수한 성과와 주주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대해 

우리는 천연자원의 보호를 장려하며 우리의 경영 및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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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정직의 원칙: 비즈니스 윤리 행동 기준”(원칙)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윤리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우리의 높은 윤리 행동 

기준을 나타내며 우리의 직원, 환자, 고객, 주주 및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의 

근간이 됩니다. 

이 원칙들이 BMS 직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모든 법규, 규제, 방침 및 절차에 대해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포괄적인 일련의 규칙을 만들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상황들을 매일같이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직의 원칙은 특정한 규칙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을 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어떤 것이 옳은 일일까?”“이 결정이 회사 방침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결정일까?”또“대중, 매체 및 정부에서는 이 결정을 어떻게 바라볼까?”원칙에 

기반하고 이러한 부가적인 고려사항을 반영한 결정은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원칙들은 전 BMS 임직원뿐 아니라 BMS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업체에 

도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방침과 기타 BMS의 절차 문서의 기반이 됩니다. 이들 

모두가 우리의 윤리준수 프로그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윤리 준수 프로그램을 

지키는 것은, 우리 회사와 직원들이 복잡하고 경쟁적이며 규제가 강한 산업 분야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맡은 업무에 적용되는 모든 BMS 절차 문서를 비롯한 원칙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칙이나 절차 문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Compliance & 

Ethics로 문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중심에 환자를 둔다 | 5 

시장 내에서 우리 스스로가 적절하게 처신하고 행동한다 | 9 

우리 사업 활동에 효과적인 통제를 적용한다 | 13 

다양하고 자율성을 갖춘, 참여도 높은 인력을 유지한다 | 17

윤리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우리의 문화에 통합한다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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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중심에 환자를 

두는 공동 목표를 갖고 함께 협력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제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생산하는 

방식에 있어 표준 접근 방식을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중심에 환자를 둔다



과학 및 연구의 정직

우리는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2]

아직 충족되지 않은 의료적 필요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3] 과학적 우수성과 바이오의약품 연구와 

투자, 개발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윤리 정직과 우수실험실관리 

기준(GLP), 임상시험관리기준(GCP) 및 

우수동물복지관리기준(GAWP)을 비롯한 

적용 법규, 규제, 업무수행 지침을 지키며 

연구개발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공개

BMS에서는 공개된 과학적인 정보를 매우 

존중하며 자신의 간행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저자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과학 

정신 에 입각하여 우리의 임상 시험 정보 및 

데이터를 환자, 의료/연구 커뮤니티, 매체, 

정책입안자 그리고 일반 대중과 공유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를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대상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실행하며, 국가 규제 시스템의 정직성을 

존중하고 생의학 연구를 위한 투자 의지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BMS의 임상  

시험 결과는 미국 국립보건원 홈페이지 

(www.ClinicalTrial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

우리는 고객의 기대와 규제 요건을 충족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BMS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우수제조관리기준(GMP)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품질 시스템과 

조직 전반에 걸쳐 그러한 시스템의 구현 

및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구조와 자원에 

노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산 및 프로세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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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BMS 의약품에 

대해 최고 수준의 품질을 적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 모니터링 및 보고

BMS는 우리가 판매하는 의약품뿐 아니라 임상 

시험에서 사용하는 시험약의 안전성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안전 신고 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은

(BMS-CP-044의 정의에 따라) 우리 제품과 

관련된 이상 반응 또는 기타 사건을 인지할 경우  

반드시 신속히 보고해야 합니다. BMS는 이상 

반응 보고 핫라인을 전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직원: +1 866-232-2557로 

전화하거나 또는 worldwide.safety@bms.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그 외 지역  

연락처는 http://teams.bms.com/sites/GPVE/

Pages/Index.aspx 페이지의 '이상 반응 보고

(Reporting an Adverse Event)“메뉴에서”

연락처 정보(Contact Information)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품 보증

당사는 위조, 조작, 절도 또는 유용으로부터 

제품과 브랜드의 정직성을 보호하고자 

노력합니다. 전 직원은 이러한 사안으로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내에 Corporate Security  

and Quality & Compliance 담당자 및 사업부 

고위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홍보활동

우리는 품질, 효능, 안전성 및 가치를 기반으로 

우리 제품을 판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홍보자료가 의료 전문가 및 환자 모두에게 우리 

제품의 장점 및 위험을 포함한 임상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의 

홍보 및 광고는 정확하고 진실되며 승인된 제품 

라벨과 부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제품에 

대한 특정 효능을 주장할 경우, 이러한 주장은 

관련 안전 정보를 근거로 균형있게 전달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료 전문가 또는 환자에게 

승인된 홍보자료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건 의료 전문가와의 상호작용

우리는 의료행위를 존중하며 의사-환자간 

관계의 정직성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보건 의료 

전문가, 환자 권익보호 단체, Payer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처럼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구 또는 비즈니스에 있어 보건 의료 

전문가가 임상실험 참가자, 컨설턴트 또는 

발표자로 활동해야 하는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우리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이 관련 

법규 및 BMS 방침 요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이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업계 지침 및 기타 

규제를 준수하고 식음료의 제공 시 우리의 

방침을 준수하고 교육적, 임상적 또는 과학적 

논의의 부수적으로 진행합니다. 

우리는 법에 따라 필요할 경우 보건 의료 

전문가에게 제공한 비용 내역을 수집, 보고 및 

공개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우리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그 정보의 출처, 대상, 소유자 또는 목적과 

관계없이 존중하며 매우 성실히 보호합니다. 

우리는 재무, 의료 및 혜택 정보와 관련된 

상당한 양의 개인신분 확인이 가능한 데이터를 

일상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신, 수집, 유지 및 

활용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임직원, 고객, 

소비자, 피험자, 제조사 및 경쟁사의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법규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Global Privacy 

Office(글로벌 개인정보 보호부) 및 관련 

방침을 갖추고 우리의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법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Global Privacy Office(글로벌 개인정보 

보호부)로 문의해 주십시오(메일:global.

privacy@bms.com, 전화: +1 609-897-3383 

또는 +1 877-578-4009). 

우리의 원칙은 특정한 규칙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을 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BMS의 임상 시험에 참가한 환자

www.ClinicalTrials.gov
mailto:worldwide.safety@bms.com
http://teams.bms.com/sites/GPVE/Pages/Index.aspx
http://teams.bms.com/sites/GPVE/Pages/Index.aspx
mailto:global.privacy@bms.com
mailto:global.privacy@b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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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BMS의 훌륭한 명성을 중시합니다. 

우리는 진실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명성을 유지하는 핵심임을 인식하고 

모든 비즈니스 거래 및 직장 내외에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시장 내에서 우리 스스로가 적절하게 
처신하고 행동한다. 

본 섹션을 지원하는 BMS의 기업 방침:

BMS-CP-049   Scientific Publications 
(과학 간행물) 

BMS-CP-030   Animal Care and Use 
(동물 관리 및 사용)

BMS-CP-014  Quality(품질) 

BMS-CP-044   Reporting Safety Information for 
BMS Products(BMS 제품 관련 
안전 정보 보고)

BMS-CP-037  Product Surety(제품 보증)

BMS-CP-043   Interactions with Health Care 
Professionals(보건 의료 
전문가와의 상호작용)

BMS-CP-016  Privacy(개인정보 보호)

BMS-CP-006   Computer System Usage and 
Information Asset Protection 
(컴퓨터 시스템 사용 및 정보 자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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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상충 

우리는 개인의 이해와 회사의 이해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해 상충으로 비춰질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일지라도 회사와 우리 자신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판단과 객관성으로 비즈니스를 결정하며,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경우, 경영진, 법무부서 또는 Compliance 

& Ethics에 문의하여 지침을 따르십시오. 

외부 고용 또는 기타 외부 개인 활동

외부 활동은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를 행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BMS 비즈니스 이해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BMS의 

이름, 정보, 업무시간, 자산 또는 기타 자원을 

이용하여 부업을 하거나 기타 개인적인 외부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 기업의 이사, 

간부 또는 기타 책임이 있는 지위를 맡는 것에 

동의하거나 정치적 혹은 공적 직위의 추구 

또는 자선, 민간, 종교, 교육, 공공, 정치 기타 

사회적 단체의 활동에 참가하기에 앞서 BMS

의 비즈니스 이해와 잠재적인 상충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을 경우 BMS 방침에 따른 지침 및 승인을 

구하십시오. 

환경, 보건 및 안전

우리는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자원 

보호, 오염 방지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의 원칙을 

우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설, 운영 및 

제품에 반영합니다. 우리는 환경, 보건 및 안전

(EHS) 관련 문제를 해소하는 규제, 연구 및 

프로그램의 지원에 있어 정부, 업계, 교육기관 

및 일반 대중과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및 공중의 보건과 안전뿐 아니라 환경 보호가 

우리가 매일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합니다. 

구매 및 계약

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오로지 품질, 

안전 및 가격과 제공하는 가치만을 기반으로 

구매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협력하는 제 3자도 

정직과 공정한 거래를 추구하는 우리의 노력을 

함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회사를 

위한 구매 결정에 있어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구매, CCE 

및 법무부서와 협력하여 계약서, 업무기술서 

및 기타 문서와 같은 적절한 서면 계약서를 

갖춥니다. 이러한 문서는 회사의 이해를 

보호하고 관련 법규를 따르면서 회사의 가치, 

윤리적 기준 및 정직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도 

일치합니다. 

공정 경쟁

우리는 열린 경쟁 시장을 지지하며 우리 

제품의 장점과 가치만으로 경쟁합니다. 우리는 

공정 경쟁과 거래 기준법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이는 우리가 경쟁사와 가격, 비용 

또는 거래 조건에 영향을 주거나, 시장이나 

고객을 분할하거나, 또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쟁사, 공급업체 또는 고객과 거래하거나, 

이러한 대상을 배제하게 만드는 등의 부적절한 

계약을 협의 또는 체결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경쟁사의 제품을 비방하지 않으며 

경쟁사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기대합니다. 

부패 방지

BMS는 사업 기회를 잃을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세계 어디서든 뇌물, 뇌물성 

리베이트 또는 부적절한 결제를 금합니다. 

우리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업을 

성취하거나 유지하지 위해, 또는 비즈니스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어떠한 지급, 혜택 

또는 유가치물도 제공(직접적 혹은 제3자를 

통한 약속, 허가, 준비, 제공, 요청 또는 수수 및 

허락에 대한 동의)하지 않습니다. BMS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및 

기타 국가의 유사 법률과 같은 국제적인 부패 

방지법과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해외 거래 활동

BMS의 모든 비즈니스 활동은 미국 정부에서 

규제하거나 승인한 경제제재 및 거래 

금지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BMS는 

미국의 거래 금지조치 또는 통상 제재의 대상이 

되는 국가와는 법무 부서의 직접 개입 및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거래하지 않습니다. 

기타 국가 및 지역 단체에서도 특정 국가, 기업 및 

개인과의 수출 또는 거래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정부가 금지한 단체 또는 

개인 명단에 등재된 어떠한 보건 의료 전문가의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품, 

정보,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수출입 함에 있어 

관련 규정, 법규 및 제한사항 일체를 준수합니다. 

우리는 또한 관련 반보이콧 법규 일체를 

준수하며, BMS에게 보이콧 참가를 요청할 경우 

관련 기관에 신속히 보고할 것입니다. 

정치활동

우리는 개인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정치적 목적의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업무시간, 자산 또는 

시설을 개인적인 정치활동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외협력부서(Government Affairs)

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외활동들을 통하여 

환자들이 보다 적절하게 우리 제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의약품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시간, 자산 및 시설을 이용하여 사내 

공적 업무 (Government Affairs) 조직에서 

후원하는 정치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행사, 회사 차원의 풀뿌리 운동을 

비롯하여 미국에 기반하고 비정당적이며 연방 

선거 자금법에 따라 조직된 직원의 정치 활동 

단체 BMS Employee Political Advocacy Fund 

for Innovation (혁신을 위한 직원 정치 후원 

자금, EPAF)이 후원하는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직원은 정치적 기부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원칙에 기반한 결정

10 | 정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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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 BMS의 

정보 및 기타 자산의 정확성, 품질, 적절한 처리와 

사용을 확실히 합니다.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우리 사업 활동에  
효과적인 통제를 적용한다

본 섹션을 지원하는 BMS의 기업 방침:

BMS-CP-009  Conflicts of Interest(이해 상충)

BMS-CP-013  Purchasing(구매) 

BMS-CP-040   Contracts with External Parties 
|(외부 당사자와의 계약)

BMS-CP-004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EHS, 환경, 보건 및 안전)

BMS-CP-011  Fair Competition(공정 경쟁)

BMS-CP-034  Anti-Bribery(뇌물 방지)

BMS-CP-064   Sanctioned Countries, Restricted 
Parties and Anti-boycott(제재 대상 
국가, 금지된 단체 및 반보이콧)

BMS-CP-048  Political Contributions(정치적 기부)

BMS-CP-058   Disclosure of Federal Lobbying 
Activities(연방 로비 활동의 공개)

12 | 정직의 원칙



제품 재고 수준

우리는 직/간접 고객의 기대되는 수요를 반영한 

또는 특수 상황에 필요한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적 수준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제품 

재고 관리 방침 및 절차를 구현합니다. 

회사 기록

올바른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수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고 

완전한 사업 기록 및 관련 세부사항을 작성하고 

유지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무 및 회계 

기록, 출장 및 접대 비용 기록, 업무 활동 및 

시간 기록, 기타 회사를 대리하여 작성된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기밀적이고, 민감한, 

독점적 기록의 취급에 있어 회사의 방침 및 

절차에 따라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전자 기록을 포함한 문서들을 회사 방침 및 

BMS 법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보유할 것입니다. 

기밀 정보의 보호

업무 수행 중 우리는 BMS 또는 BMS의 

비즈니스 파트너, 공급업체, 고객에 대한 

기밀 정보를 작성하거나 습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우리는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업무상 필요가 

없는 BMS 내외의 사람들과 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에서는 그에 따는 승인을 취득하거나 

기밀정보 협정을 체결할 것입니다. 특정 정보의 

민감성 또는 독점성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 

법무부서의 지침 및 조언을 구하십시오. 기밀 

정보의 보호 의무는 BMS 재직 중 뿐 아니라 

퇴사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사 자산의 보호 

우리는 모든 BMS 자산 및 자원을 소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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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고 아끼며 회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러한 자산을 활용합니다. 우리는 물리적 

장비, 자금, 자산, 비품 및 기타 가치있는 

물품을 포함한 BMS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BMS의 자산에 대한 

절도 또는 파손 행위는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며 금지되어 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용도를 벗어난 프로젝트 

및 목적으로 BMS 자산을 사용할 경우 사전 

허가를 얻을 것입니다. 

지적재산

사업 및 제품 관련 혁신은 BMS의 자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허, 

영업기밀, 저작권, 상표, 로고, 업무 프로세스, 

연구, 고객 또는 공급업체 목록과 같은 지적 

재산은 BMS에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 및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혁신성을 유지하려는 열정을 

공유하며, BMS의 혁신과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책임도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적재산을 손실, 도난 또는 기타 오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도 존중합니다. 

정보자산 보호 

우리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인터넷, 이메일 및 

점점 늘어나는 모바일 기기 등을 전세계적으로 

우리 비즈니스의 거의 모든 측면과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수행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BMS 업무 수행 시 사용되는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의 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기기 또는 서비스의 시간, 위치 또는 소유권과 

상관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장비를 사용하거나 전자 통신 

또는 전자 교류를 할 때에도 정직의 원칙이 

적용됨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우리는 사내외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행위 등 

전자매체를 통해 BMS 업무 수행을 하거나 

BMS 또는 BMS 정보를 참조할 경우 해당 

정보의 기밀 및 보안을 충분히 인지하여, 사려 

깊고 현명하며 프로답게 행동할 것입니다. 

정보 공개

BMS는 투자자 및 정부기관에게 재무, 운영 

및 기타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및 기타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보고서와 

공공 커뮤니케이션에는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공정성, 정확성 및 적시성을 갖추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오직 특정 임직원만이 BMS 정보 

공개에 대한 권한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극비 정보 

우리는 BMS의 또는 우리와 사업하는 타 회사의 

기밀 또는 극비 정보를 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 내외의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극비 정보라 함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기밀 정보를 말합니다. 극비 

정보를 취급하는 방식은 관련 법규 및 BMS 

방침에 따릅니다. 이러한 규칙은 특정 정보의 

공개 시점 및 배포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유가증권 거래

우리는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BMS 

또는 타 회사와 관련된 극비 정보를 활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유가증권을 거래하지 않으며, 

그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유가증권이라 함은 주식(shares of 

stock), 스톡유닛(stock units), 스톡옵션(stock 

options), 국채(notes) 및 회사채(debentures)가 

포함되며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는 진실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질문을 하도록 장려 받습니다. 



BMS 또는 BMS의 사업 파트너에 대한 기밀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수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비공개 또는“내부자”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 일 수 있습니다. 

BMS 또는 BMS의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극비 정보를 인지하는 직원은 그러한 정보를 

중요 기밀로 처리해야 하며 BMS 또는 그 

기업의 유가증권을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극비 정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내부 재무 정보

• 신규 사업 진출

•  신규 의약품에 대한 개발, 승인 또는 미승인, 

혹은 기술적 진전

•  타 기업의 인수, 사업분할, 중요 라이선스 

또는 협력 계약과 같은 주요 거래에 대한 고려

•  중요 소송 또는 정부 조사의 개시나 종료 

BMS가 투자자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 경우 또는 투자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러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공개된 정보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BMS의 연간 또는 정기 주주 보고서, 

보도자료에 명시된 정보, bms.com에 게시된 

자료 또는 기타 매체에 널리 보도되고 BMS

에서 확인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은“공매”,“풋”,“콜”옵션 및 

기타 헤징 거래를 포함한 BMS 유가증권의 

투기적 단기 가치 변동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BMS 유가증권의 매도 또는 매수에 앞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Corporate Secretary 또는 

법무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본 섹션을 지원하는 BMS의 기업 방침:

BMS-CP-017   Management of Direct Customer Product 
Inventory Levels(직접 고객 제품 재고 수준 
관리) 

BMS-CP-005   BMS Records Management 
(BMS 기록 관리)

BMS-CP-039  Business Expenses(업무 비용) 

BMS-CP-012   Trademarks and Copyrights 
(상표 및 저작권)

BMS-CP-006   Computer System Usage and Information 
Asset Protection(컴퓨터 시스템 사용 및 
정보 자산 보호)

BMS-CP-001   Non-Discrimination and Anti-Harassment 
(차별 및 괴롭힘 금지) 

BMS-CP-071   Public Disclosure of BMS Information 
(BMS 정보의 공개)

BMS-CP-010   Disclosure of Material Information 
(중요 정보의 공개)

BMS-CP-007  Securities Trading(유가증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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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환자들이 심각한 질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발견, 

개발 및 제공한다는 우리의 사명을 공유하고 

상호 존중합니다. 

다양하고 자율성을 갖춘, 
참여도 높은 인력의 유지

www.b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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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존중 / 프로페셔널한 행동

우리는 최고 수준의 프로페셔널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이들을 존중과 

품위를 가지고 상대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소통하건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하건 상관없이 프로페셔널하게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특히 

모욕적인 언어 사용,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단어 사용 또는 그러한 행동, 또는 기타 유사한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행동들은 이러한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고 포용의 

문화를 만들며 팀원들 끼리 서로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BMS의 

리더와 관리자들은 존중, 진실, 정직, 안전 

그리고 믿음을 조성하는 긍정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한 업무 환경

우리는 우리 동료, 우리 제품의 사용자, -

사무실로 출입하는 사람들, 우리와 업무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대중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합니다. 우리 모두는 직장 

내 사고, 부상, 질병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을 적시에 신고하는 등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 약물 및 알콜로부터 자유로운 

직장을 조성하며 과음이나 중독 또는 기타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행동을 피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도 

금지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근무지내에서 뿐 만 아니라 

사무실 밖에서 일어나는 출장, 회의, 업무 관련 

행사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포용의 문화

다양한 지리적, 인종적, 문화적, 개인적, 

직업적 배경을 통합하는 팀을 구성하는 

우리의 능력은 시장 내에서 BMS만의 독특한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인재의 다양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도전적이고 

의미있는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 

경험을 강화합니다. 

평등한 고용 기회: 차별 금치 / 괴롭힘 금지 

우리는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연령,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임신여부, 

시민권, 참전용사로서의 지위, 결혼여부, 성적 

취향, 성적 정체성 및 표현, 유전 정보 또는 

기타 관련법에 따라 보호받는 특성 일체에 

근거하여 직장 내 차별 또는 괴롭힘이 없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위협을 가하거나, 

적대적이거나 모욕적인 단어, 이미지 사용 

또는 그러한 행동 등 상대를 모욕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 및 언어로 달갑지 

않은 행동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한 행동은 

전적으로 용인될 수 없으며 본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동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권

BMS는 모든 인간의 평등, 살아갈 권리, 자유 

및 안전, 개인적 자유 그리고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자유를 다루는 UN 세계인권선언

(UDHR)에 따라 제정된 원칙들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기 위해, 인권 침해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양하고 포용력 있는 인재를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이러한 원칙들이 내재된 환경을 조성합니다. 

본 섹션을 지원하는 BMS의 기업 방침:

BMS-CP-001   Non-Discrimination and Anti-Harassment 
(차별 및 괴롭힘 금지)

BMS-CP-002  Substance Abuse Prevention(약물 남용 방지)

BMS-CP-003   Threats and Acts of Violence in the Workplace 
(직장 내 위협 및 폭력적 행위)

BMS-CP-004   Environment, Health & Safety 
(EHS, 환경, 보건 및 안전)

BMS-CP-069  Human Rights(인권)

수용하기 위해 차별이나 괴롭힘 없이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공정하며 존중받는 대우를 

권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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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직의 원칙이 우리의 일상에 

내재되도록 하고 그러한 원칙을 준수하는 

윤리적인 행동이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준수 및 이들 원칙을  
우리의 문화에 통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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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 자체의 절차 문서와 업계 관례 

및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본 원칙은 우리 

상호간의 책임, 협력사와 공급업체에 대한 

책임, 고객에 대한 책임, 주주에 대한 책임 및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제반 법규의 준수

우리는 우리 업무에 적용되는 제반 법규 일체와  

회사 방침을 준수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정직의 원칙은 법규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법과 규정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수행하거나, 

우리가 근무하는 BMS 사업체가 위치한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역의 법을 

준수합니다. 또한 BMS는 미국을 모국으로 

하는 상장기업이므로 일부 미국 법이 미국 외 

지역의 BMS 사업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즈니스 활동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이해해야 하며 불확실할 경우에는 

BMS 법무부서와 협의할 것입니다. 

본 원칙의 적용

우리 각자는 이 원칙들을 우리의 업무와 

비즈니스 결정에 적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 

문서를 이해하고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 또는 다른 BMS 내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BMS의 관리자는 이러한 원칙 및 절차 문서와 

관련하여 별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준수의 문화를 조성하고 모범을 보이고, 우리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주며, 최고 수준의 

정직을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침 및 기타 절차 문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자신에게 보고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자들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잠재적인 

위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가 법, 방침 또는 절차에 대한 잠재적인 

위반사항을 보고받은 때는 Compliance & Ethics

에 이러한 문제를 보고해야 합니다. BMS의 

리더와 관리자들은 이러한 원칙을 정기적으로 

토론하고 본 원칙들이 비즈니스 결정에 있어 

규칙적인 사항으로 고려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려사항 보고 및 도움 받기

이 원칙 또는 BMS 절차 문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관리자 또는 

관련된 BMS 내 다른 직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BMS 방침에 대한 잠재적인 위반사항 

또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업무상 행동, 

의심스러운 회계 처리, 내부 통제 또는 감사 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 상급자

•  인사부 또는 근로자 대표

• 관련 경영진 대표

• 법무부서 내 변호사

• Compliance & Ethics

Compliance & Ethics에 직접 신고하는 것은 

임직원의 선택사항이며 그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려사항을 보고한다고 해서 

잘못된 비난을 받거나, 그러한 비난을 조장할 수 

없습니다. 

기업 옴부즈맨

회사에서는 직장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의 성격이나 민감도에 

따른 별도의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직원은 

기업 옴부즈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업 

옴부즈맨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원이며, 

조직의 정의를 위해 직원의 상급자 또는 인사팀 

담당자 등 기존 채널로 해결이 어려운 직장 

내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평등한 해결책을 

추구합니다. 기업 옴부즈맨은 관련 당사자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려가 발생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관련 BMS 관리자와 직원은 조언을 구하는 

일체의 요청에 응하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일체의 보고를 사려깊게 고려합니다. 필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은 

조사에 협력해야 하며, 조사 중 진실되고 

정직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징계 또는 

시정 조치는 구체적인 사실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규, 우리의 원칙 또는 기타 기업 

방침을 위반하는 행동은 최대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현지 법규 및 관련 

단체 교섭권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보고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잘못된 보고를 하거나 또는 조사 협력에 불응할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복 무관용 주의 

열린 의사소통은 우리 회사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업무 방식에 대해 누구나 

자유로이 질문하고 우려를 제기하며 적절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 또는 우려를 

제기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는 행동을 선의로 

보고 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보복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비즈니스 결정의 일부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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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프로그램

직원들은 inSite의 Compliance 링크에서 추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Compliance & Ethics 헬프라인 문의

이메일: helpline@bms.com

미국: +1 800-348-5526

해외: +1 212-546-3406

팩스: +1 609-252-6031

우편주소:

Compliance & Ethics 

Bristol-Myers Squibb Company 

P.O. Box 4000 

Princeton, NJ 08543-4000

BMS Compliance & Ethics 헬프라인에 문의할 

때에는 사후 확인 및 잠재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기밀로 보호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든 신고 내용은 선의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선의가 아닌 신고는 현지 법규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옴부즈맨 문의

상기 메일, 전화 또는 팩스번호로 문의하시거나 

또는:

우편주소:

Corporate Ombudsman  

Bristol-Myers Squibb Company 

P.O. Box 4000 

Princeton, NJ 08543-4000

기업 옴부즈맨과 나누는 대화는 법규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경우 또는 공공의 보건 및 안전을 

위해 공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밀로 

처리됩니다. 

Global Privacy Office(글로벌 개인정보 
보호부) 문의

메일: global.privacy@bms.com

+1 609-897-3383

+1 877-578-4009

이상 반응 보고

BMS는 이상 반응 보고 핫라인을 전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미국 내 임직원: +1 866-232-2557에 

전화하거나worldwide.safety@bms.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  기타 지역: 연락처 정보는 http://teams.bms.

com/sites/GPVE/Pages/Index.aspx 페이지의 

“Reporting an Adverse Event?” 메뉴에서  

“Contact Information”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  BMS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는 직원의 경우:  

관리자에게 이상 반응을 보고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제품 위조, 조작, 절도 또는 오용 
신고

현지 기업 보안, 품질 및 준수 담당자나 사업부 

수석 경영진에 24시간 내에 통보하십시오. 

중요 연락처 정보기업 방침 색인

다음 기업 방침 일체는 비즈니스 윤리 행동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침 번호   방침 제목

BMS-CP-001   Non-Discrimination and Anti-Harassment(차별 및 괴롭힘 금지)

BMS-CP-002   Substance Abuse Prevention(약물 남용 방지)

BMS-CP-003   Threats and Acts of Violence in the Workplace(직장 내 위협 및 폭력행위)

BMS-CP-004   Environment, Health & Safety(EHS, 환경, 보건 및 안전)

BMS-CP-005   BMS Records Management(BMS 기록 관리)

BMS-CP-006    Computer System Usage and Information Asset Protection(컴퓨터 시스템 사용 및 정보자산 
보호)

BMS-CP-007   Securities Trading(유가증권 거래)

BMS-CP-009   Conflicts of Interest(이해 상충)

BMS-CP-010   Disclosure of Material Information(중요 정보의 공개)

BMS-CP-011   Fair Competition(공정 경쟁)

BMS-CP-012   Trademarks and Copyrights(상표 및 저작권)

BMS-CP-013   Purchasing(구매) 

BMS-CP-014   Quality(품질)

BMS-CP-016   Privacy(개인정보 보호)

BMS-CP-017  Management of Direct Customer Product Inventory Levels(직접 고객 제품 재고 수준 관리)

BMS-CP-027   Reporting Potential Compliance Incidents(잠재적 준수 위반 사례 신고)

BMS-CP-030  Animal Care and Use(동물 관리 및 사용)

BMS-CP-034   Anti-Bribery(뇌물 방지) 

BMS-CP-037  Product Surety(제품 보증)

BMS-CP-039  Product Surety(비즈니스 비용)

BMS-CP-040   Contracts with External Parties(외부 당사자와의 계약)

BMS-CP-043   Contracts with External Parties(의료 전문가와의 상호작용)

BMS-CP-044   Contracts with External PartiesBMS(제품 관련 안전 정보 보고)

BMS-CP-048   Political Contributions(정치적 기부)

BMS-CP-049   Scientific Publications(과학 간행물)

BMS-CP-058   Disclosure of Federal Lobbying Activities(연방 로비 활동의 공개)

BMS-CP-064    Sanctioned Countries, Restricted Parties and Anti-boycott(제재 대상 국가, 금지된 단체 및 
반보이콧)

BMS-CP-069  Human Rights(인권)

BMS-CP-071  Public Disclosure of BMS InformationBMS(정보의 공개)

이러한 방침의 전체 내용은 inSite 또는 policiesandprocedures.bm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의 요약문은 bms.com (Our Company -> Compliance & Ethics 아래)에 일반 공개되어 있으며 
complianceandethics@bms.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다음  주소로 서면 요청할 경우 인쇄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mpliance & Ethics 
Bristol-Myers Squibb Company, P.O. Box 4000, Lawrenceville, NJ 08543-4000,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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