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BMS제약, 의료인 전용 포털 사이트  

'BMSON' 오픈 
 

- 한국BMS제약,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 대상 BMS 제품 및 최신 의약학 정보 통합 사이트 공개 

- 의학정보 요청, 웨비나 참여, 온·오프라인 디테일링 신청, 이상 반응 보고 등 원스탑 서비스 

통해 의료진 이용 편의성 향상 및 소통 강화 
 
(2021년 11월 11일, 서울) – 한국BMS제약(대표이사: 김진영)은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BMS 제품 및 질환에 대한 최신 의약학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인 전용 포털 사이트 

‘BMSON(https://www.bmson.co.kr)’을 지난 4일 오픈했다.  
 

 
[▲한국BMS제약 ‘BMSON’ 메인 화면] 

 
BMSON은 국내 의료진들이 BMS의 다양한 제품 및 질환과 관련된 자료들을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원스탑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설됐다. 기존에 한국BMS제약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제품 및 질환 관련 온·오프라인 의약학 정보 제공 서비스, 웨비나 및 

심포지엄 서비스, 이상사례 보고 등을 하나의 사이트로 일원화해 제공한다. 이로써 의료진들은 

하나의 BMSON 계정만으로 BMS 제품과 질환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직원 방문 및 연락 등을 BMS 측에 요청할 수 있어, 한국BMS제약과 의료진과의 소통 또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이트명은 한국BMS제약 임직원들이 직접 공모전과 투표를 통해 선정해 관심을 모았다. 

임직원들이 총 32개의 후보 사이트명을 제출했으며, 임직원들이 직접 투표하여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BMSON’이 선정됐다. BMSON의 ‘ON’은 우리말 ‘온’으로서 ‘100%, 우리 모두, 전부’를 뜻하며, 

영어 ‘ON’으로서 ‘항상 켜져 있고, 준비되어 있으며, 깨어 있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의료진이 궁금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가치 있는 의약학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겠다는 한국BMS제약의 의지가 담겨 있다.  
 
BMSON 사이트에서는 혈액, 종양, 면역, 바이러스, 심혈관 등 다양한 질환과 이에 대한 BMS 제품 

https://www.bmson.co.kr/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BMS 주도의 웨비나 및 심포지엄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다시 시청하고자 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VOD 서비스를 제공한다. BMS 직원이 의료 현장에 

방문하거나 연락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의학정보를 요청하거나 이상사례를 

보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BMS제약 공지사항 및 관련 뉴스, 사회공헌활동 등의 정보를 

제공해 의료진과의 소통도 강화될 예정이다. 한국BMS제약에서는 의료진의 다양한 요청을 받을 

경우 전문 담당직원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할 예정이다. 
 
한국BMS제약 김진영 대표는 “한국BMS제약의 새로운 의료인 전용 포털 사이트인 ‘BMSON’을 통해 

국내 의료진들이 BMS 제품과 관련 질환에 대한 의약학 정보와 관련 서비스를 시·공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이트 오픈 후에도 의료진들의 피드백을 경청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며 “한국BMS제약 임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오픈한 BMSON의 의미처럼, 의약학 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가치 있는 

정보를 의료진들에 신속하게 공유해 국내 의료환경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한편, 한국BMS제약의 ‘BMSON(https://www.bmson.co.kr)’은 사이트에 가입해 의료진 인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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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를 바탕으로 한 기사 작성 및 게재 여부에 대해서는 기자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https://www.bms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