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istol-Myers Squibb Responsibility
한국BMS제약 사회공헌활동



지역을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지난 20년간 생명과학의 리더로서 혁신적인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이끌고

꼭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여 전 세계인의 건강한 삶에 기여해온 BMS.

환자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며,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치료의 한계에 부딪혀 있거나 심각한 질환과 맞서 싸우는 환자들뿐 아니라,

경제적·지역적 한계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지역사회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 역시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수혜 인구

819,167 명

교육을 받은 보건 종사자

269,643 명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교육 참여자

88  %

새로운 커리큘럼 및 툴 개발

565 명

OUTPUT 결과� 전체 프로젝트 중

치료 기준 및 모델의 변화�

86 %

비의료인의 참여

71 %

환자의 참여 또는 피드백

70 %

공공보건정책 변화에 대한 활동/참여

65 %

조직 강화를 위한 내부 역량 개발/개선

66 %

프로젝트

108 건

수혜 국가

16 개국

지출 기부금

$4,910  만

KRW 550억 원 이상

파트너십

2,261 건

2017
BMS재단 

활동

Outcome 
성과

지속되고 있는 프로젝트

91%

반복되고 있는 프로젝트

56%

보건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프로젝트

58  %

의료적 서비스 외의 지원을 받은 환자

14,720 명

Impacts 
 사회적 영향력



1. SECURE THE FUTURE® 
심각한 질환과 싸우는 아프리카 환자를 지원합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SECURE THE FUTURE®는 
심각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시설 및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소아의 혈액질환·암 등 의학적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 HIV·AIDS를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전환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높은 사망 원인이 되고 있는 결핵 예방, 자궁경부암 및 
유방암 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Bridging Cancer Care™
미국, 중·동부 유럽 지역의 암 치료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합니다
미국과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러시아 등 중·동부 유럽 지역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질병 예방, 진단 및 교육 모델 
연구를 바탕으로 암 간호 관련 교육 진행 및 인식 
개선 등 지역 기반의 지원 서비스와 암 케어 방향을 
제시합니다. 2014년부터는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1,06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3. Delivering Hope™
중국과 인도의 간염 예방과 인식 개선에 앞장섭니다
2002년 시작된 Delivering Hope™은 
중국과 인도의 지역 사회 및 보건 의료 종사자가 
B형·C형 간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헬스케어 정책 및 국가 프로그램을 알리고 
이 지역의 헬스케어 관련 종사자들을 통해 지역 사회가 
질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02년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약 1천5백만 달러, 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중국에서 간염에 걸릴 위험이 
높은 800만 명이 지난 10년간 이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4. Specialty Care for Vulnerable 
Populations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접근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015년 미국의 전문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Specialty 
Care for Vulnerable Populations는 암, HIV, 
자가면역질환, 심혈관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1. Global HOPE(Hematology-Oncology 
Pediatric Excellence)
아프리카 소아암, 혈액 질환 어린이의 내일을 만듭니다
남부,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약 11,000명의 
어린이들이 암을 진단받고 40,000명의 어린이들이 
혈액 질환으로 삶을 위협받습니다. 소아종양전문의가 
5명에 불과,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던 이 지역에 BMS재단은 2016년 
Global HOPE을 런칭했습니다. 다양한 의료 센터와 
파트너들과 환자들이 소아암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5년 간 약 5,000명의 헬스케어 전문가를 양성하고 
수천 명의 어린이를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ALL UNITED – Against Cancers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프랑스 소아암 아동청소년 치료를 위해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약 2,500명의 소아암이 발생합니다.  
프랑스BMS는 ‘치료(Cure: 연구지원과 참여)’, 
‘돌봄(Care: 사회적 관심)’, ‘참여(Mobilize: 혁신을 
위한 집단지성)’의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 힘든 치료 
과정을 견디는 어린 환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학교에 복귀했을 때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 자료 ‘My Difference My Story’ 
개발, 몇 주간 무균실에 입원해야 하는 아동들이 가족,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가상현실 구현 모바일 
텔레프레전스 로봇(Telepresence Robot) 제공 등이 
이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소아암 환자 지원

취약계층의 
의료 불평등 해소

BMS재단의 핵심 프로젝트
BMS재단은 6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BMS의 사회공헌재단으로서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심각한 질병과 빈곤에 의한 불균형을 해소하여 
전 세계인의 건강 개선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현재 BMS재단은 미국의 폐암, 아프리카의 여성암과 소아암, 
아프리카 내 HIV 치료, 인도와 중국의 B·C형 간염 치료 등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 결과 2017년 32만5천 명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 80만 명이 넘는 취약 계층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Reboot(리부트)란 무엇인가요?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고 한국BMS제약이 후원하는 
리부트(Reboot)는 암을 극복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려는 청년들의 사회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 시작된 리부트(Reboot)는 암 
진단 후 관해(완치) 판정을 받은 저소득취약계층 
만 19~39세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취업·교육 및 문화 정서를 위한 계획을 지원합니다. 

왜 청년인가요? 
20~39세 암 환자 비율은 2005년 인구 10만 명당 
284.4명에서 2015년 406.2명으로 10년간 약 1.4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암 유병자(2012~2016년) 가운데 
5년 넘게 살아있는 암 생존자 비중은 2016년 처음으로 
절반(52.7%, 916,880명)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암 환자들의 치료뿐 아니라 생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사회 및 
학업 복귀를 위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은 부족합니다. 

Reboot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리부트는 한국BMS제약의 봉사활동팀인 H2O(Heart 
and Hands as One)가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부금과 회사의 후원금으로 이뤄진 
1:1 매칭 그랜트로 기금이 운영되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Reboot Story
2018년 1기 리부트에 참여한 10명의 청년들의 평균 
나이는 28.2세였습니다. 백혈병을 이겨내고 치료 중 
후유증으로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빵을 만드는 
제빵사를 꿈꾸며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청년, 어린 딸을 홀로 키우며 유방암 항암치료를 8차까지 
견디고 이제는 완치해 피부미용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청년, 힘겨운 치료를 이겨내 다시 삶의 희망을 
찾은 본인의 이야기를 독립 출판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청년 등 10명의 청년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꿈을 실현할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은 꿈을 향한 
첫 발을 내딛는 데 리부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BMS제약의 사회공헌활동
한국BMS제약은 모든 활동의 중심에 환자가 있음을 상기하고, 
환자를 향한 BMS의 사명을 실현하는 다양한 사내 프로그램 및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내 봉사활동팀 H2O(Heart and Hands as One)의 
주도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됩니다.

keyword

암생존자, 청년, 자립

암 투병과 치료로 중단된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는 ‘Reboot’



RebooTeen(리부틴)이란 무엇인가요?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가 진행하고 한국BMS제약이 
후원하는 리부틴(RebooTeen)은 소아암 투병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이 중단된 아동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만 24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치료비와 성장 활동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소아암 환자의 현황은 어떠한가요?
소아암은 우리나라 아동 질병사망 원인 1위입니다. 
소아암으로 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연간 1만4천 명에 
이릅니다. 인구 10만 명당 평균 16명꼴로 발생하며, 
매일 5명의 아이들이 소아암을 진단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 아이들은 치료를 위해 평균 3년간 장기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해야 합니다. 
치료 기간 동안 가장 큰 부담은 고액의 치료비와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하지만 소아암 치료에 
희망은 있습니다. 성인 암의 40%인데 비해, 소아암은 
완치율(5년 생존율)이 80%에 이릅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리부틴은 사회경제적 특성이 취약하여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부터 
불안·불확실성 등과 같은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으나, 
탄력적으로 기능을 회복하여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소아암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까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폭넓게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치료비 지원
↘

대상        만 18세 미만에 소아암과 희귀혈액질환을 
진단받은 만 24세 이하의 환아(재활치료비는 만 29세 
이하)
내용        소아암 치료 기간 중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료적 치료비와 소아암 환아의 
치료 과정 및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적 치료비를 포함합니다.

완치자 지원
↘

캔서캔(Cancer Survivor Can) 프로젝트

대상        17세~29세 소아암 경험자
내용        캔서캔 프로젝트는 소아암 완치자들이 
문화예술 크리에이터 교육을 통해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해 콘텐츠를 제작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도와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여 개인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캔캔TV, 웹툰을 제작하는 캔캔툰 2가지 분야가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를 확립하고 리더십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프로그램        
─ 분야별 정기 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팀별 모임
─ 성장 캠프
─ 선배 완치자와의 만남 및 또래 간 멘토링 활동
─ 소아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및 캠페인 부스 운영
─ 병원으로 찾아가는 놀이체험부스 운영, 
     쉼터 환아 방문 놀이 등 봉사활동
─ 우수 사례 국제 소아암 콘퍼런스 CCI(Childhood      
     Cancer International) 참여

소아암 투병으로 중단된 소아청소년의 삶을 지원하는 ‘Reboo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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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소아청소년, 
사회 및 학업복귀



아동 지원 활동(1999~2017)
1999년부터 꾸준히 ‘동명아동복지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아동 지원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1년부터 굿네이버스에 아동을 
위한 ‘행복나눔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성금은 강원도와 전라남도 남원, 대전 및 전라북도에 
위치한 굿네이버스 아동복지센터와 
이웃그룹 홈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행복한 공간 프로젝트’ 및 긴급 사례 아동 지원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행복한 공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직접 굿네이버스 강원도
아동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재난안전대피로를 
설치하기도 하고, 강원도아동복지센터 소속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과 협동심 함양을 돕기 위해 
임직원들과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하는 봄소풍 행사를 매년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봉사활동(2014~2017)
서울시 중랑구 지역의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매년 겨울 
1,000kg 가량의 김장을 담가 100개 가정에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장애인 지원 활동
장애인의 치료 및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기아대책본부 ‘장애인 치료 및 가족 힐링 지원 사업’에 
성금을 전달하고 국립재활원 장애우들, 보호자들과 
함께하는 가을나들이 등 따뜻한 만남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급여의 일부를 매달 기아대책본부에 지속적으로 
기부했습니다.

소외 계층 지원 활동
우리사회의 소외된 계층과 소통하고 따뜻한 손길을 전하기 위해 
한국BMS제약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년 기획·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직원 모두가 우리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 환자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음을 상기하고, 
이들을 향한 BMS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Global HOPE
아프리카 소아암, 혈액 질환 어린이 지원
남부·동부 아프리카 암·혈액 질환 어린이들의 장기적인 
치료를 위해 소아암 전문의로부터 진단·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

SECURE THE FUTURE®
심각한 질환과 싸우는 아프리카 환자 지원
HIV, 결핵, 여성암, 최근 폐암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지역의 의료 형평성과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

ALL UNITED
프랑스 소아암 아동·청소년 치료 
프랑스의 소아암 아동·청소년이 정서적·교육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Bridging Cancer Care™
미국, 중·동부 유럽 지역의 암 치료·관리
폐암으로 인한 중·동부 유럽과 
미국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 진단 및 
교육 모델을 연구하고 지역 기반의 지원 서비스와 
치료 방향 제시

Delivering Hope™
중국, 인도의 간염 예방 및 인식 개선
B형·C형 간염에 대한 지역사회 및 
보건의료 종사자의 인식 개선

Specialty Care for 
Vulnerable Populations
취약 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
미국의 전문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 

Together on Diabetes®
미국의 당뇨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공동체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도록 돕는 자선 프로그램

Mental Health & Well-Being
재향·현직군인 및 가족의 정신 건강관리
전쟁 참전 후,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군인 및 가족의 
정신 건강 회복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Supporting Our Communities
지역사회 지원
충족되지 않은 의료 수요 해결, 
과학 교육 개선 참여,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

BMS재단의 국가별 프로젝트 운영 현황

리부트
국내 암 투병 청년의 사회 복귀 지원
암을 극복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려는 국내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취업/교육 및 문화 정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리부틴
국내 소아암 환자 지원
국내 소아암 아동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 24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치료비와 
성장 활동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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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의 재활용을 위해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