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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 노동부 ‘2018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o 가족친화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이어 4관왕 쾌거 

o 직원 주도적인 조직 문화를 통해 올바른 직무/경력관리를 장려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아  

 

 
[사진: 한국BMS제약 박혜선 사장이 지난 19일 서울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8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수여식’에서 수상하고 있다.] 

 

(서울, 2018년 9월 20일) – 한국BMS제약(사장 박혜선)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18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9일 열린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실력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채용 및 평가하고, 직원들의 교육 

지원 등 인적자원 관리와 개발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은 

교육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BMS제약은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연계돼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 능력 중심의 인재 육성 전략과 이에 따른 

보상제도, 적절한 교육체계 등을 통해 직원 주도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BMS제약은 ‘바이오파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된다는 비전 아래 4가지 BMS 행동양식 

열정(Passion), 혁신(Innovation), 속도(Speed), 책임감(Accountability)을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 구성의 근간으로 삼고,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직원들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직급직무별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과 회사 내 경력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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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새로운 직무로의 전환 배치 기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직원 본인이 

스스로 경력 목표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프로그램과 직원들이 100%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학습조직 ‘TM/EE(Talent Management & Employee Engagement)’를 운영하고 있는 등 직원 

주도의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BMS제약 박혜선 사장은 “한국BMS제약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조직구성원 모두가 본인의 직무와 경력관리에서 보람과 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전략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직원들의 자기 주도적인 직무 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그 결실이 이번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으로 

맺어진 것 같아 매우 기쁘고,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기업가치의 실현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확대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BMS제약은 2015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2016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2017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대상 노동부장관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다방면에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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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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