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한국BMS제약-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바이오·의료 분야 혁신 협력 위한 공동의향서 체결 

 
- 서울특별시-한국BMS제약-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바이오·의료 분야 혁신 생태계 지원 위한 

공동의향서(LOI) 체결 
- LOI 통해 한국BMS제약은 심각한 질병의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 및 제공하기 

위한 Open Innovation 실현 도모  
 

  
[▲지난 3월 11일 서울특별시, 한국BMS제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바이오·의료 분야 혁신 협력을 

위한 공동의향서를 체결했다.] 
 
(2022년 3월 14일, 서울) – 한국BMS제약(대표이사 김진영)은 지난 3월 11일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내 바이오·의료 분야 혁신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공동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LOI 체결식에는 김진영 한국BMS제약 대표이사와 

서울특별시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영옥 기획 이사 등이 참석해 서명했다.  
 
이번 LOI는 한국BMS제약과 서울바이오허브의 역량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국내 바이오·의료 분야 

혁신을 촉진하고자 체결됐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서울특별시가 조성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바이오·의료 창업 혁신 플랫폼이다. LOI에 따라 한국BMS제약과 서울바이오허브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전략을 통해 국내 바이오·의료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유능한 

업체들과의 파트너링 기회를 적극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안에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국내 바이오·의료 분야 우수 기업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BMS는 심각한 질병의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해 제공한다는 자사의 미션을 

바탕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파트너링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BMS의 20개 블록버스터 제품 중 12개,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60%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만들어졌다.  
 
한국BMS제약 김진영 대표는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오·의료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분야의 발전을 독려하고 있어 

전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며 “한국BMS제약은 이번 서울특별시와 보건산업진흥원과의 

LOI를 통해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유능한 바이오 업체와의 

파트너링 기회를 적극 고려하며 국내 바이오·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BMS제약은 청년 암 환자들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는 리부트(Reboo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자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해 12월 16일을 ‘환자 보호자의 날’로 선언, 

작년부터 심리상담부터 일상의 힐링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 # # 
 

한국 BMS 제약은 질환과 의약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며, 본 자료는 특정 제품에 대한 대중 광고나 판촉 목적과는 무관합니다. 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사 작성 및 게재 여부에 대해서는 기자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