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KR16NP03469-01/May2016   

 
 

 
한국BMS제약,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수상 

 
• 고용노동부 주관 ‘제16회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 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실현에 기여한 모범사례로 선정 

• 지난 연말,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등 우수한 기업문화 연이어 인정 
 
(서울, 2016년 5월 26일) – 한국BMS제약 (사장 박혜선)은 지난 25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제16회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5월 25일 - 5월 31일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으로 
지정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한국BMS제약은 특히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능력을 중심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BMS제약의 남녀 성비는 50대 50으로 균형 잡힌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임원진의 경우 
남녀 성비가 35대 65로 오히려 여성 임원의 비율이 높은 등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영업 직무 등 여성들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 있는 직군에서는 별도의 승진 심사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평등한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BMS제약은 임직원들의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드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셋째 주 
금요일을 ‘패밀리데이’로 지정, 전 직원들이 오후 3시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매년 5월 가족의 달에는 임직원들에게 ‘가족친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신 중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는 '월1회 특별 휴가', '휴게실 및 수유실 운영', '출산 병원 
비용 전액 지원', '근무시간 유동제', ‘자율 출퇴근제’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직원 자녀의 학비를 자녀 수 제한 없이 일정 
금액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실제 한국BMS제약은 지난 12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해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바 있다. 
 
한국BMS제약 박혜선 사장은 “이번 국무총리 표창은 ‘평등’을 기반으로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를 
장려하는 한국BMS제약의 기업문화가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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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은 앞으로도 남녀고용평등과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보다 유지,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 # # 
 
Disclaimer 
한국BMS제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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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book,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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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com/bristolmyerssquibb
https://www.youtube.com/channel/UCjFf4oKibYrHae2NZ_GPS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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