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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 美 패스트 컴퍼니지 ‘2016 가장 혁신적인 바이오 테크 기업’ 선정 

 
o 美 경제 전문지 포춘(Fortune)지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5년 연속 선정 등 
면역항암제 분야에서의 리더십과 혁신성 널리 인정 받아 

o 지난 해 옵디보의 플리 갈리엥 어워드(Prix Galien Award) 수상, 미국 암 
면역치료학회의 협력상(SITC Collaborator Award) 수상 등 산업계, 학계 아우르는 
긍정적 평가 바탕  

 
(서울, 2016년 3월 8일) – 한국BMS제약(사장 박혜선)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ristol-Myers 
Squibb, 이하 BMS)가 미국의 유력한 경제 월간지인 패스트 컴퍼니(Fast Company)지가 선정한 
‘2016 가장 혁신적인 기업(2016 Most Innovative Companies)’ 바이오 테크(Biotech) 부문 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패스트 컴퍼니지는 BMS가 면역항암제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BMS의 면역항암제인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의 다양한 암종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연구 결과들은 향후 특히 기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또한, BMS는 상위 50대 혁신기업 종합순위에서도 페이스북(Facebook), 우버(Uber), 
넷플릭스(Netflix), 아마존(Amazon), 애플(Apple) 등에 이어 17위에 이름을 올리며 다양한 
산업분야를 망라한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 밖에도 BMS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2016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2016 World’s Most Admired Companies)’ 제약산업 부문(Pharmaceutical Industry)에서도 
4위에 올라 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그 동안 면역항암제 
분야를 이끌어온 리더십과 혁신성을 인정 받았다.  
 
실제 BMS는 지난 2015년 10월, 미국 과학 주간 전문지 사이언스(Science)지가 선정한 ‘2015 
20대 우수 R&D 기업(2015 Top 20 R&D Employer)’ 순위에 오르며 면역항암제 분야의 혁신적 
리더로 평가 받았으며, 옵디보 역시 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 갈리엥 어워드(Prix Galien 
Award)’에서 최고 바이오기술 제품(Best Biotechnology Product)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11월에는 면역항암치료 분야의 진보를 위한 BMS의 지속적인 헌신과 기여를 인정 
받아 미국 암 면역치료학회(Society for Immunotherapy of Cancer, SITC)로부터 ‘SITC 
협력상(SITC Collaborator Award)’를 수상하는 등 최근 산업계와 학계 전반으로부터 일관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 BMS 제약 박혜선 사장은 “BMS 가 ‘가장 혁신적인 바이오 테크 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면역항암제 분야에서 BMS의 혁신성을 더욱 공고히 알리는 계기가 되어 
그 의미가 깊다”며 “한국 BMS 제약 역시 선두적인 스페셜티 케어 바이오 제약기업인 BMS 의 
일원으로서 한국에서도 가장 존경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BMS 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014 년, 2015 년 각각 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과 옵디보에 대해 흑색종 치료제로서 승인 받고, 국내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면역항암제를 공급하고 있다. 여보이는 한국 BMS 제약이, 옵디보는 한국오노약품공업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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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를 갖고 있으며, 한국 BMS제약과 한국오노약품공업이 두 제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다. 
 

### 
 
 
Disclaimer 
한국 BMS제약은 질환과 의약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며, 본 자료는 특정 제품에 대한 대중 광고나 판촉목적과는 무관합니다. 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사 작성 및 게재여부에 대해서는 기자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BMS제약 
한국BMS제약은 세계적인 스페셜티 케어 전문 바이오 제약회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ristol-Myers Squibb)의 한국 자회사로, “혁신적인 의약품을 연구개발, 공급해 환자들이 
중증질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미션 아래, 암, 바이러스성 간질환, 심혈관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 중증질환에 대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바이오 
의약품 연구 및 개발에 전념하는 R&D 중심의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이다(www.bmsk.co.kr).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ristol-Myers Squibb)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BMS.com, 또는 
LinkedIn, Twitter, YouTube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bmsk.co.kr/
http://www.bms.com/
https://www.linkedin.com/company/bristol-myers-squibb
http://twitter.com/bmsnews
https://www.youtube.com/channel/UCjFf4oKibYrHae2NZ_GPS6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