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엠에스제약, 심리상담부터 일상의 힐링까지  

환자 치료의 동반자 ‘환자 보호자의 날’ 캠페인 이어간다 
 

- 한국비엠에스제약, 환자 보호자까지 시야 넓힌 사회공헌활동 진행  

- ‘환자보호자의 날(12.16)’ 캠페인 2년 연속 진행으로 지속적인 관심 더해  

(서울, 2021년 12월 16일) – (유)한국비엠에스제약(대표 김진영)은 환자 치료의 동반자인 

환자보호자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인 ‘환자 보호자의 날(12.16)’ 캠페인을 2년 연속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비엠에스제약은 환자 치료의 동반자인 환자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해 

12월 16일을 ‘환자 보호자의 날’로 선언하고, 작년부터 심리상담부터 일상의 힐링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환자보호자의 심리적 지지 차원에서 간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 및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상담학회와 함께 환자보호자 특화 상담 프로그램 ‘마음콜’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했다. 총 92명의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1급 상담사가 최대 5회까지 

대면∙화상∙유선 무료상담을 제공해, 환자 가족들의 심리적 지지와 삶의 질 개선을 

이끌었다.  
 
환자 보호자들은 주로 ‘환자 보호자로서의 스트레스’, ‘자신의 심리적 고통’, 환자로 인한 

가족 문제’, ‘환자의 심리적 상태 이해’를 토로하고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으며, 

상담 이후 환자 보호자의 스트레스 감소는 물론 환자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상담을 통해 자신과 환자를 이해하고, 환자에 대한 죄책감과 스트레스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관계의 신뢰도가 높아져 긍정적인 가족 관계 

형성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관련 환자단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간병에 지친 환자 보호자들이 하루동안 

소소하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숨은 일상찾기, 힐링포인트 시즌2’ 지원사업을 

11월 한 달간 운영했다. 힐링포인트는 환자 보호자의 노고를 기리고 응원하기 위해, 

환자 보호자가 하고 싶은 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을 사전에 신청하고 실행하면 

추후에 힐링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71명이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  
 
환자보호자들은 힐링포인트를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여행, 그동안 하지 

못했던 문화생활,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운동 등의 다양한 일상을 선물 받았다. 



참가자들은 “꿈 같은 나만의 시간을 오롯이 즐기며 힐링했다”, “힘든 간병 생활 속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귀한 추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비엠에스제약 김진영 사장은 “한국비엠에스제약은 과학을 통해 환자들이 중증질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미션 아래 혁신적인 의약품을 공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작년에 이어 ‘환자 보호자의 날’ 캠페인을 통해 환자 치료 

과정에서 동반자로서 함께 하는 환자보호자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더하고 있다”고 

캠페인의 의의를 밝혔다.  
 
Disclaimer 
(유)한국비엠에스제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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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 여부에 대해서는 

기자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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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마음콜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