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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로 정부·기업·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의 일원으로서 한국 사회의

KRPIA와 글로벌 제약사는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기업문화 개선과 더불어 양성평등한 사회문화를
기반으로 다양성의 수용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 시키려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책임감 있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소명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변화도 빨라져, 기업은 우수한 인재 확보와
직원 만족을 통한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글로벌 제약사와 일반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문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글로벌 제약사의 다양성, 양성평등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사례들은 국내 기업문화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RPIA와 글로벌 제약사는 앞으로 한국 사회의 책임감
있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소명과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사례집 제작에 협조해 주신 회원사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3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회장 아비 벤쇼산

Chair Avi BenSho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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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사의 기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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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글로벌 제약사

기업문화의 주요 평가 지표로써 총 13개 항목을 제시하여 기업문화 만족도, 경쟁력, 효율성, 투명성, 다양성, 재미/행복,

글로벌 제약사는 다양성, 양성평등,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가치관을 기반으로,

창의력, 추진력, 소통과 협력, 신뢰, 자율, 복지/교육, 양성평등, 여성/가족 친화적 문화 등에 대한 구조화된 문항으로

▲다양한 역량개발 기회 제공 ▲양성평등한 기업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 가능한 업무환경 구축 등 직원들이 일하기

구성하였습니다.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제약사는 모든 항목에서 일반 기업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다양성 ▲양성평등 ▲

특히 다양한 업무 환경 속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식조

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킹맘을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사는 글로벌 제약사 및 타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 650여명을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의미

장기적으로 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두 그룹에서 선발된 응답자에 대한 정성조사(Focus Group Discussion)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는 글로벌 제약사와 일반 기업 간 기업문화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비교·평가
하는 인식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Phase 1. 정량 조사

는 기업의 가치관과 시스템, 우수한 인력양성에 있어 복합적인 요인들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Phase 2. 정성 조사

기업 문화 특징: 다양성, 양성평등, 워라밸
조사
방법

• FGD (Focus Group Discussion)

•Online Survey

선발된 응답자 대상으로 모더레이터의 안내에 따라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 진행

특정 주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파악하는 방법

양성평등
•만 20~49세 남녀, 전국
조사
대상

[일반 기업]

•재직경력 1년 이상 직장인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중기업 근로자 또는 글로벌
제약사 근로자

•총 659명

표본
수

33

여성
계

조사
시기

•만 25~35세 미·기혼 여성

•인사 담당자

다양성

100

62

77

95

164
259

100

320

100

100

339

200

200
400

659

•여성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제공

일반 기업
재직자

글로벌 제약사
인사 담당자

•성별, 직급에 관계없이 동등

Total

한 기회와 보상 제공
•직원들의 자율적인 의견 개

샘플 수

1그룹 (7명)

1그룹 (5명)

총 2그룹

진을 통한 수평적인 소통
•다양한 역량개발 기회 제공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투명한 인사 및
승진 평가 과정을 통한 높은 여성 고용 비
율 유지
•여직원을 배려하는 근로환경 조성 및
성별에 관계없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편의 제공

•2016년 11월 21일 ~ 2017년 5월 26일

워라밸
Work & Life
Balance

Diversity

•총 2그룹

87

Gender
Equality

•재직경력 2년 이상 직장인

글로벌 제약사
제약 이외 업종
Total
20~35세 36~49세 20~35세 36~49세
남성

[글로벌 제약사]

•2017년 8월 24일 ~ 8월 25일

•일/가정 양립 가능한 유연한
근무 환경 제공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을 위한
복지 및 교육 시스템 구축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가족친화 인증
기업 선정

※ 조사 진행: 마크로빌 엠브레인
글로벌 제약사 설문은 KRPIA에서 조사 참여URL을 전달하여 진행
글로벌 제약사 인사담당자는 KRPIA를 통해서 리크루팅 진행

6 /7

글로벌 제약사 기업문화 우수 사례

Part 01

글로벌 제약사의 기업문화
글로벌 제약사의 기업문화 특징_다양성, 양성평등, 워라밸

글로벌 제약사는 기업의 가치관과 시스템, 우수한 인력양성에 있어
복합적인 요인들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 형성

글로벌 제약사는

직원들과 회사 모두 Win - Win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타 업종 대비 여성 인력 비중이 높고 역량을 발휘하기 좋은 산업 환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평가 시스템을 통한 여성 임원 배출
•여직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노력

공정한 인사 및 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직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다양성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Diversity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글로벌 제약사는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가치관

여성 인력 활용에 적극적이며, 성별에 관계없이 역량에 따라 업무를 부여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출산, 육아, 보육과 관련된 복지 혜택을 남녀 직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합니다.

인력 양성

워라밸
•Work & Life Balance를 중시 여기는 가치관
•다양성,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국내 기업들과
큰 차이를 보임
•워킹맘을 배려할 줄 아는 기업문화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력을 양성/관리하고자 하는
철학 (장기 근속을 위한 제도/시스템)
•생애발전 지원을 통해 높은 로열티, 성과 산출 유도
•직원은 성과 산출을 위한 도구가 아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

Work & Life
Balance

글로벌 제약사는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을 위한 훌륭한 복지 및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권장하기 위해 유연한 근무제도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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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추진 방향

다양성
동등한 기회 및
보상

글로벌 제약사는 직원들이 융합형 인재로의 성장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이 다각도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과 수평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며 회사의 전략과 방향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자율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기업의 내면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조직문화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 글로벌 제약사 (259명)
■ 제약 이외 업종 (400명)

26%
우리 회사는 전반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한다

성과 연동 인센티브, 자기 개발 지원

암젠코리아

직원표창 Bravo 프로그램, 직원 추천 채용

한국BMS제약

승진 추천제, 인센티브제

한국베링거인겔하임

Recognition 프로그램 WiTS Award 등 공정한 인사정책

GSK 한국법인

MyPlan, 역량 평가 기반 영업보상제도, 내부채용제도, Recognition & Award 프로그램

한국얀센

내부채용제도, Encore Award, 장기근속 및 성과장려 포상

한국릴리

글로벌 칭찬·격려 프로그램 (INSPIRE) 운영, 성과 연동 인센티브

한국룬드벡 주식회사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회와 보상 지원

한국머크

Biopharma Award 제도

한국MSD

감사와 인정을 강화하는 조직 문화 조성 INSPIRE 프로그램 운영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양적 및 질적 평가를 반영한 성과급 측정, 내부채용제도(Job Posting)

한국화이자제약

29%
우리 회사는 학연이나 지연, 인종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는다

Internal Job Posting 제도 , OTR(Org. Talent Review), TTS(Talking Talent
Session), 직무 순환 및 단기 직무경험 기회 제공
커리어 플래닝, Internal Job Posting, Recognition & Reward 프로그램,
효율적 협업문화 조성 위한 사내 캠페인

사노피

변동성과급 제도, STAR Award 제도

한국애브비

직원 커미티 JUMP, 애브비 웨이, 이노베이션 홍보대사, A-Work

암젠코리아

자율좌석제

한국BMS제약

myVoice 설문조사 프로그램, 직원 주도의 조직문화 개선 TFT

GE헬스케어코리아

밀레니얼 세대 컬처팀 운영: 스마트-콜라보 워킹 문화 수립 및 홍보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하나로 협의회

GSK 한국법인

스마트 오피스, Speak-Up, ADP(Accelerated Delivery Programme)

한국얀센

Ideas Big and Small 공모제

자율적인
한국릴리
기업정책 제안 및
한국룬드벡 주식회사
도입
한국머크

69%

주요 프로그램

한국애브비

한국노바티스㈜

특히 나이, 성별, 직급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이 조직

71%

기업명

스마트 오피스 - 통합업무환경(Integrated Work Place) 구축
Change Agent의 활동 지원,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Best idea Award 제도

한국MSD

직원 참여 및 제안 기구 EAB(Employee Advisory Board) 운영

한국노바티스㈜

조직문화 및 업무환경 개선 직원 협의체, 사회적책임 위원회(CSR
Committee)운영, D&I (Diversity and Inclusion) 챔피언

한국화이자제약

Straight Talk 프로그램, OWNIT! 기업문화 캠페인

한국로슈㈜

Job Shadowing (Job Experience for Career Opportunity)

사노피

다양성 위원회(Diversity Council), ELT(Extended Leadership Team)

한국세르비에㈜

임직원협의회, Suggestion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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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수평적 소통

기업명
한국애보트
한국애브비
암젠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엘 코리아
한국BMS제약
GE헬스케어코리아
GSK 한국법인
한국얀센
한국릴리
한국룬드벡 주식회사
한국머크
한국MSD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한국노바티스㈜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로슈㈜
한국세르비에㈜
쥴릭파마코리아
한국애보트
한국애브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베링거인겔하임
GE헬스케어코리아
GSK 한국법인
한국얀센

다양한 역량 개발

한국릴리
한국룬드벡 주식회사
한국머크
한국MSD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한국노바티스㈜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로슈㈜
사노피
쥴릭파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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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GM Hotline, Suggestion Box 등 다양한 상설 소통채널
AbbVie Best Communicator(ABC), 직원-대표이사 소통을 위한 식사
직급제 및 호칭제 폐지
무기명 질문 플랫폼 상시 운영

다양성

CEO와 모닝 티타임, 국문 직위 및 호칭 폐지
수평적 호칭제
무기명 질문 플랫폼 상설 운영
Let’s talk 프로그램, Our Survey, 직급 호칭 폐지

글로벌 제약사는 공정한 인사 및 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비전포럼, OUR VOICE 직원만족도 조사, LT Check-in

직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orea Diversity Network, 열린 소통 프로그램, 수평적 호칭제
매년 Employee Satisfaction Survey를 통한 직원들과의 워크샵 진행

조사결과, 직원 50%는 ‘우리 회사는 일하는 만큼 공정한

Recognition card 통한 칭찬카드 프로그램, Yes & And 캠페인

보상을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ABW(Activity Based Workplace) 시스템을 반영하여 업무 공간 디자인
직급제 폐지, 연2회 GM 식사 기회, 둘레길 걷기, 도서관 활성화, 명상
직급제 폐지

이는 ‘우리 회사는 인사/내부 감사 등 평가가 공정하게

연례 Pfizer Voice, Diversity 이니셔티브

있습니다.

50%

20%

이루어지고 있다(47%)’는 직원들의 평가에서도 잘 나타나고

직급제 및 호칭제 폐지

우리 회사는 일하는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

직급제 및 호칭제 폐지
직원 몰입도 조사, 분기 및 상하반기 타운홀, 팀장 런치 미팅
Hunet on-line training, New MR & DSM on-boarding program, Explore
Global Cultures Leadership Training
전 직원 대상 Learn Develop Perform(LDP) 프로그램, 직급별 리더십 교육
오픈 렉처, 매니저 교육
ONE Learning 및 BI Academy 등 리더십 교육
GE 크로톤빌 리더십 교육 상설 제공
Esprit 및 Future Leaders 등 조기 리더양성 과정, 펄스(PULSE), 글로벌
로테이션 프로그램, GSK Leadership Development Framework
FLL(First Line Leader) 12주 리더십 교육, 매니저 대화법 교육, 코칭
클리닉, MD Dialogue, 대학원 학비 지원, Development Month, IDP
(International Develop Program)
STA(Short Term Assignment: 단기 파견 근무(해외 및 국내 타부서)
개별 교육예산 지원, Global Talent & Leadership program 참여 지원, 코칭
프로그램 지원
Development Day, 러닝프로그램, 글로벌 Think Tank 프로그램,
해외 short-term assignment
Assignment Program, 차세대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GMAP)
Talent Review, 3단계 리더십 교육, Assignment 프로그램, DSM Academy
Talent Exchange 프로그램, 직무 교육 온라인 포털 Novartis University
개인 역량 및 탤런트 개발 프로그램, 국내 MBA 지원, 해외 및 한국 지사 타부서의
파견 근무 지원
장기 리더십 프로그램 ALPS, Grow Coaching 프로그램

글로벌 제약사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51%

조사 결과, 직원 51%는 ‘우리 회사는 나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충분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2%

그 결과, 직원 85%는 ‘우리 회사는 자율적인 회사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나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충분하다

■ 글로벌 제약사 (259명)

■ 제약 이외 업종 (400명)

SMSD(PM 역량 개발), 팀장 리더십 교육, MBA 학위 취득 지원
팀장리더십아카데미, 패널리뷰, 영탤런트 프로그램, 해외물류센터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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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양성평등

글로벌 제약사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직원 48%는 ‘우리 회사는 전 부서간 업무소통이

48%
글로벌 제약사는 여성 인력 양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 여성이 사회의 일원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응답했습니다.

23%

또한 직원 60%는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의견이 상사에게 잘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RPIA에 소속된 글로벌 제약사의 여성 직원 비율은 약 45%이며,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공정한 인사 및 승진

전달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평가 과정을 통해 여성 임원의 비율 또한 약 53%에 이릅니다. 반면 일반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은 약 36%이고, 여성
우리 회사는 전 부서간 업무소통이 원활하게

임원 비율은 약 17%로 임원으로 승진하는 비율에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루어진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는 여성 인력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워킹맘을 배려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직원 모두에게 출산 및 육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는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9%

조사 결과, 직원 59%는 ‘회사로부터 전문적 성장을 위한
교육/경력개발 등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87%

27%

88%

그 결과, 직원 76%는 ‘우리 회사 직원들의 업무역량은 경쟁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회사로부터 전문적 성장을 위한 교육/경력개발
등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 글로벌 제약사 (259명)

36%

33%

■ 제약 이외 업종 (400명)
■ 글로벌 제약사 (259명)

■ 제약 이외 업종 (400명)

우리 회사는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승진 기회를 부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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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사의 기업문화 특징_다양성, 양성평등, 워라밸

양성평등
추진 방향

여성 인력 양성

여성 임원 비율
유지

기업명

주요 프로그램

추진 방향

기업명

주요 프로그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여성 멘토링 프로그램

한국애브비

유축 관련 시설 및 휴식 공간 엄마의 방

한국BMS제약

WIS(Women in Sales) 멘토링 프로그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산모 휴게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사내 여성 커뮤니티(Women at Gilead), 이화 리더십 프로그램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여성 휴게실

GSK 한국법인

여성 MR 멘토링 프로그램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산모 휴게실, 수유실, 유축기, 냉장고 등 지원

한국얀센

Janssen Korea Women Network

GSK 한국법인

여성 휴게실

한국화이자제약

Global Womens Council 운영

사노피

카탈리스트(Catalyst) - 리더십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한국애브비

여성 직원 비율 50%, 여성 임원 비율 50%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여성 임원 비율 62%

한국MSD

엄마의 방(Mother’s Room)

바이엘 코리아

여성 관리직 비율 52%

한국노바티스㈜

여직원 휴게실 및 수유실(Nursing Room) 운영

한국BMS제약

여성 직원 비율 50%, 임원 비율 70%

한국화이자제약

산모 휴게실 (수유실, 최신식 유축기, 세척 및 소독기, 냉장고 등 지원) 및
관련 건강 정보 제공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여성 직원 비율 50%, 임원 비율 50%

사노피

엄마의 방(Mother’s Room)

GSK 한국법인

여성 직원 비율 36%, 임원 비율 30%

한국세르비에㈜

수유실(간이침대, 살균소독기, 냉장고 구비)

한국얀센

여성 임원 비율 64%

한국애보트

출산축하선물, 여직원 전용 휴게실(Green Room)

한국릴리

여성 직원 비율 48%, 관리자 비율 51%, 임원 비율 60%

한국애브비

출산휴가 보너스 및 축하금 지급

한국룬드벡 주식회사

여성 직원 비율 50%, 여성 임원 비율 67%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본인 혹은 배우자 출산 시 휴가 보너스 및 축하금 지급

한국MSD

여성 직원 비율 47%, 임원 비율 60%

한국BMS제약

임신 정기검진 월 1회 유급휴가, 제왕절개 수술비 전액 지원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여성 직원 비율 45%, 관리자 비율 35%, 임원 비율 30%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출산·육아 휴직자 대체 인력 사전 채용 및 교육

한국노바티스㈜

여성 임원 비율 33%, 여성 간부 비율 56%

GSK 한국법인

수유실, 출산 선물 지원

한국화이자제약

여성 직원 비율 46%, 임원 비율 57%

한국얀센

사노피

여성 직원 비율 43%, 관리자 비율 44%

남/녀 직원 구분 없이 자녀 출산 첫해 총 8주간 기본급 100%보장, 임산부 검진
휴가, 수유실 운영,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한국세르비에㈜

여성 임원 비율 67%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유한회사

자녀 출산 첫 해 총 8주간 기본급 100% 보장

쥴릭파마코리아

여성 임원 비율 44%

한국릴리

임신 정기검진 월 1회 유급휴가, 출산 상품권 지원

한국룬드벡 주식회사

임신 정기검진 휴가 지원, 출산휴가 3개월 급여 100% 보장

한국MSD

임신 정기검진 월 0 5일 유급휴가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 대상 1시간
단축 근무 제도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출산 축하금과 선물, 남성직원 육아휴직 장려

한국화이자제약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임신 정기검진 유급휴가 등

사노피

임신 정기검진 월 1회 유급휴가

한국세르비에㈜

임신 정기검진 유급휴가, 출산 축하금

쥴릭파마코리아

월 1회 유급 검진휴가, 출산 축하금, 단축근무, 유연근무제

한국얀센
여직원 근로 환경 한국릴리
개선 노력
한국룬드벡 주식회사

출산·육아 관련
직원 편의 제공

월 1일 보건휴가(무급), Janssen Korea Women Network
산모 휴게실
여성용품 상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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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글로벌제약사

여성

글로벌 제약사는 여성 인력 양성에

55.0

52.9

임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글로벌 제약사의 여성 고용인원
비율은 약 4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는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 출산, 육아

47.1

대한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등으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사내
(%)

제약 이외 업종

여성

제도를 통해 배려하고 있습니다.

42%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64.0

그 이유는 ‘임신하거나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을 배려’(76%)하는
기업문화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별 다양성을 중시하는 투명한 인사
및 승진 평가 과정을 통해 여성 임원의

80%

조사 결과, 직원 80%는 ‘여성 근로자들이 결혼/임신/출산/

남성

36.0

근로자

글로벌 제약사의 기업문화
글로벌 제약사의 기업문화 특징_다양성, 양성평등, 워라밸

남성

45.0

근로자

Part 01

임원

17.0

여성 근로자들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83.1

비율 또한 약 53%에 이릅니다.
(%)

글로벌 제약사는 출산, 육아, 보육 관련 우수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남녀 직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는 여성 인력의 업무 활용에 적극적이며,
성별에 관계없이 역량에 따라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70%

조사결과, 직원 70%는 ‘여성 근로자의 적극적인 활용이 회사의

조사결과, 직원 59%는 ‘우리 회사는 자녀 출산 관련 복지가

47%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59%

잘 되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8%

또한 직원 50%는 ‘우리 회사는 자녀 육아/보육 관련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남녀간 업무능력 차이는 없다(76%)’는 양성평등을

우리 회사는 자녀 출산 관련 복지가 잘 되어 있다

중시하는 기업문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적극적인 활용이 회사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

■ 글로벌 제약사 (259명)

■ 글로벌 제약사 (259명)

■ 제약 이외 업종 (400명)

■ 제약 이외 업종 (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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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사의 기업문화
글로벌 제약사의 기업문화 특징_다양성, 양성평등, 워라밸

워라밸
추진 방향

워라밸

기업명
한국애보트㈜

사내도서관(혜윰 카페), 외국어 교육 지원

한국애브비

사내 동호회 지원, 영어 교육비 등 자기 개발 지원, 직원 심리적, 신체적 웰빙 위한
WOW(World of Well-being) 캠페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직무에 필요한 외부 교육, 영어 교육비, 본인 및 자녀 학자금, 사내 동아리 활동 지원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영어 및 기타 외부 교육비, 자기개발 위한 복지비 지원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다양한 사내 커뮤니티, 동호회비 지원, 임직원 대상의 종합 심리 케어 서비스 지원

GSK 한국법인

다양한 사내 커뮤니티, 임직원 취미활동 및 자기개발비 지원

한국얀센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가족 및 자기개발 유한회사
기회 제공
한국릴리
글로벌 제약사는 직원들이 일과 생활 모두 즐겁게 해나갈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육아휴직 제도,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제도,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택·원격 근무제
등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전문가상담서비스(EAP) 지원
사내 다양한 커뮤니티, 직원 취미활동 지원
Office English Tutor가 상주하며 1:1 영어 수업 진행, 복리후생비 및 16개
동호회 활동 지원, Lilly Book Café 온라인 도서관

한국룬드벡 주식회사

영어교육비, 복지비 및 동호회 활동 지원

한국MSD

영어 교육비 6개월간 매월 10만원 지원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자기개발비 120만원 분기별 분할 지급, 동호회 활동비 지원, 전화영어 프로그램 지원

이에 한국애보트, 한국애브비,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한국릴리, 한국로슈, 한국MSD, 한국BMS제약 등 여러 글로벌

한국노바티스㈜

사내동호회 지원

제약사들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 된 바 있습니다.

한국화이자제약

자기 개발 교육 지원, 사내 동호회 지원

또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내재화 함으로써 대다수의 기업들이 ‘패밀리데이’를 운영하고, 유자녀 근로자뿐 아니라

사노피

영어교육비 지원, 직원 및 가족 복리후생비 지원, 동호회 지원

다양한 삶과 가족의 형태를 가진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르비에㈜

불어/영어 교육비 매월 10만원, 동호회(Hobby Club) 지원

쥴릭파마코리아

동호회비 지원

한국애보트㈜

패밀리데이

한국애브비

패밀리 사이언스 데이, 쿠킹 클래스, 가족 여행 지원 사연 공모전,
자녀 학자금 지원, 자녀 직장 방문 프로그램, 패밀리 데이

한국엘러간㈜

패밀리데이, 배우자 출산시 유급휴가, 자녀 학자금 지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패밀리데이, 자녀 학자금 및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

바이엘 코리아

Bayer Youth Exchange 자녀 직장 방문 프로그램

한국BMS제약

패밀리데이, 자녀 교육비 및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휴양시설 제공, 주택자금 대출, 자녀 학자금 및 단체보험 지원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임직원 및 가족 대상 상담 프로그램, 패밀리데이 운영

GSK 한국법인

임직원 및 가족 대상 보건의료 서비스, Health & Wellbeing 프로그램, 자녀
학자금 지원

한국얀센

미취학/중/고등/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패밀리데이, 콘도지원

한국릴리

패밀리데이

한국룬드벡 주식회사

패밀리데이 , 자녀 학자금 지원

한국MSD

Live-it Days 프로그램, 패밀리데이, 백신 접종 지원, 자녀 학자금 및 상조 지원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패밀리데이, 단축근무제(임신기 및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75%

■ 글로벌 제약사 (259명)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78%

33%

34%

■ 제약 이외 업종 (400명)

우리 회사는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전반적으로 여성/가족친화적인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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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기업명
한국노바티스㈜
한국화이자제약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한국로슈㈜
사노피
한국세르비에㈜
쥴릭파마코리아
한국애보트㈜
한국애브비
한국엘러간㈜
암젠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엘 코리아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BMS제약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GSK 한국법인

한국얀센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워라밸 확보 위한 유한회사
근무조건 제공
한국릴리
한국룬드벡 주식회사
한국머크
한국MSD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한국노바티스㈜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로슈㈜
사노피
한국세르비에㈜
쥴릭파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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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사의 기업문화
글로벌 제약사의 기업문화 특징_다양성, 양성평등, 워라밸

주요 프로그램
임직원 및 가족 대상 상담 프로그램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패밀리데이, 자녀 학자금/경조비/의료비/건강검진/단체보험 지원, 휴양시설 이용
제공
자녀 학자금, 가족 휴양시설, 여직원 출장 시 육아비 지원
단기문화교환(Holiday Exchange), 독감백신 무료접종, 패밀리데이,
대학생 자녀까지 학자금 지원
자녀 학자금 및 배우자/자녀 단체보험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배우자 건강검진,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빵 만들기’, ‘핑크런’ 참여 지원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연말 재충전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목적의 장려금 지원

워라밸

글로벌 제약사는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을 위한 훌륭한 복지
및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연근무제

조사 결과, 직원 62%는 ‘우리 회사는 복지 및 교육 시스템이 잘

선택적 출근 시간제, 장기근속자 대상 유급휴가

갖춰져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코어타임제
선택적 출근 시간제

62%
31%

일부 복지 및 교육 프로그램은 직원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에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복지 및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근무시간 조정제, 필요시 재택 근무 지원
근로자 상담서비스(Employee Assistance Program),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장기 근속자 휴가제
유연근무제
역량개발 위한 1년 무급휴직, 탄력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선택적 출근 시간제, 리프레시 휴가
우수한 복지 체계 확립
인간관계·안전·재정·채무관련 전문가 상담 제공,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샌드위치연휴 휴가, 월4회 마사지 서비스
자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매주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연휴 전날 오후 1시 퇴근,
장기근속자 상금 및 휴가
유연근무제, 일·가정 양립 가이드, 체력 단련실 및 1:1 헬스 컨설팅, 건강 정보 제공
및 질환 예방 관리 지원, 장기근속직원 포상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장기근속자 유급휴가, 별도 유급 하기휴가(5일), 직원
휴게실
유연근무제

글로벌 제약사는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권장하기

87%

위해 유연한 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직원 87%는 ‘나는 원하는 기간에 휴가를 사용할 수

50%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직원 83%는 ‘나는 필요한 경우 부담없이 개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나는 원하는 기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 단축근무제, 휴가사용 적극 권장
■ 글로벌 제약사 (259명)

■ 제약 이외 업종 (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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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보트(주)

한국애브비

Abbott Korea

AbbVie Korea

다양성
Diversity

대표자명

이승윤

본사

미국

대표자명

유홍기

본사

미국

홈페이지

www.abbott.co.kr

대표전화

02-3429-3500

홈페이지

www.abbvie.co.kr

대표전화

02-3429-9300

| 수평적 소통 |
GM Hotline, Suggestion Box 등 다양한 상설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 다양한 역량 개발 |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Hunet on-line training)
과, 신규직원의 새로운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MR & DSM on-board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리더십 강화를 위한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Explore
Global Cultures Leadership Training)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글로벌 제약사 기업문화 우수 사례
KRPIA 회원사 사례

| 출산 육아 관련 직원 편의 제공 |
출산한 직원에게 축하선물을 전달하며, 여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전용 휴게실
‘Green Room’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성
Diversity

| 동등한 기회 및 보상 |
회사의 이익을 직원과 나누고 훌륭한 성과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성과보상제도와 직원 성장발전을 돕는 자기 개발 지원한다. 성과 연동 인센티브 지원은
물론, 매년 성과가 좋은 직원이나 팀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직원들의 자율적인 기업정책 제안 및 도입 |
직원들이 즐겁게 동기 부여되어 마음에서 우러나 일하며 회사도 성장 발전하고 직원도
성장하는 선순환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인 ‘점프(JoyfUl & Motivated
workPlace)’를 2016년 론칭했다. 점프를 이끌어 나가는 4개의 직원 커미티는 뉴스레터
발간, 새로운 기업문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I’m 通通(통통)’, 근무 환경,
일하는 방식, 환자를 위한 솔루션을 찾는 ‘I-AM(Innovation Ambassador)’, 직원들의
따뜻한 나눔 의지를 모은 직원자원봉사단 ‘따손’, 직원들의 자기 계발을 성장 발전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회사와 솔루션 만들어 가는 ‘러닝 커미티’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혁신을 실천 할 수 있는 5가지 방안인 ‘애브비 웨이’
를 제시한다.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내재화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우수사례 시상도 진행하고 있다.

| 수평적 소통 |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 가족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
일상 가운데 독서를 통해 차분하고 편안하게 사색할 수 있도록 사내도서관 ‘혜윰 북카페’
를 운영하고 있다. 전용 웹사이트에서 도서 대출 및 반납 시스템을 도입해 편리한 독서를
장려하고 있으며, 매월 신규 입고 도서를 안내하고, 분기별로 다독왕, 리뷰왕 등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의 외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Learn a New Languag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의 사내 커뮤니케이션 인식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직원이 회사 메시지, 제품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을 높여 고객에게 회사에 대해 올바르게 알리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ABC(AbbVie Best Communicator) 프로그램을 1년간 진행한 결과 직원들로부터
회사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와 유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도출됐다.
신규직원 입사 시, 대표이사와 점심 식사 기회를 제공하며, 직원과 대표이사 1:1 미팅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다양한 역량 개발 |

패밀리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역량과 리더십 개발을 위해 글로벌 매니지먼트 리더 및 외무 컨설팅 전문가들과 함께 전
직원들을 위한 Onlice/virtual 기반의 ‘L.D.P (Learn. Develop. Perform)’라는 twoway 글로벌 프로그램 시행하고 있다.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탄력근무제를 시행해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수 직원들의 리더십을 양성하기 위해 직급별로 ‘LEAP(Learn. Engage. Apply.
Perform)’과 ‘ELP(Emerging Leader Program)등 인재 및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hort-term assignmen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 프로젝트 경험과 글로벌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해 리더십 개발의 70(경험):20(코칭):10(교육)의 원칙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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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

한국엘러간㈜

AbbVie Korea

Allergan Korea Ltd.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글로벌 제약사 기업문화 우수 사례
KRPIA 회원사 사례

대표자명

유홍기

본사

미국

대표자명

김은영(Angie Kim)

본사

아일랜드 더블린

홈페이지

www.abbvie.co.kr

대표전화

02-3429-9300

홈페이지

www.allergan.co.kr

대표전화

02-3019-4500

| 여성 임원 비율 유지 |
회사 내 여성 직원 비율 50%, 여성 임원 비율 50%를 유지하고 있다.

| 여성 직원 근로환경 개선 노력 |
임신, 출산 과정을 거치는 여성을 배려하여 사내 휴식과 유축이 가능한 공간인 ‘엄마의
방’을 운영하고 있다.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분기별로 둘째 주 금요일을 패밀리데이로 지정하여,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려하고 가족과의 문화 생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 5일을 추가 지원하고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출산·육아 등에 대한 직원 편의 제공 |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출산휴가 보너스 및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 가족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

매년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권장하고
있다.

사내동호회를 지원하고 영어 교육비 등 자기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직원의 심리적,
신체적 웰빙 지원 프로그램인 WOW(World of Well-being)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두 시간 일찍 퇴근하는 패밀리데이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로 구성된 내부 뉴스레터 제작팀에 직원들의 가족여행, 가족간식선물 신청사연을
보내고, 투표로 사연을 선정해 가족여행, 가족선물 지원하고 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위한 입학선물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직원 가족, 자녀 초청 프로그램으로 자녀가 엄마아빠가 근무하는 회사에도 방문하여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학을 맞은 임직원 자녀들을
회사로 초청해 가족과 함께 과학 원리를 배우는 ‘패밀리 사이언스데이’, 연말 자녀들과
함께 요리를 함께 하는 ‘패밀리 쿠킹 클래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학업 병행 또는 일하는 워킹맘을 배려하는 탄력근무제와 재택근무제, 연말 재충전휴가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환자 중심의 혁신을 이끄는 기업문화 |

혁신성
INNOVATION

환자의 삶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워크숍 실시 및 직원들이 참여하는 ‘이노베이션
홍보대사(Innovation Ambassador(I-AM))’ 등을 통해 이노베이션 활동을 촉진하고, 모범
사례들을 분기별로 선정해 이노베이션 어워드(Innovation Award)를 시상하고 있다.
또한 하루 8시간의 업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혁신적이고 Smart하게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해결을 위해, 이노베이션 커미티가 제안하여 전사적으로 진행한 「Smart
Work : A-Work (AbbVie Work)」에서는 Smart Meeting(회의문화의 변화), Smart
Workplace(생산성이 창출되는 공간), Smart Application(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 사용가능 앱 정보 공유)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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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암젠코리아
Amgen Korea

다양성
Diversity

글로벌 제약사 기업문화 우수 사례
KRPIA 회원사 사례

대표자명

노상경

본사

미국

홈페이지

www.amgenkorea.kr

대표전화

02-3434-4800

| 동등한 기회 및 보상 |
‘Bravo’ 동료 칭찬 프로그램은 직원 모두가 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칭찬할 동료가 있다면 시스템을 통해 ‘브라보(Bravo)’를 보낼 수 있고 칭찬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이 전달됩니다.
채용 포지션이 열렸을 때 직원에게 함께 일 할 인재를 추천 받으며, 추천된 분이 입사하게
되면 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AstraZeneca Korea

다양성
Diversity

대표자명

김상표

본사

영국

홈페이지

www.astrazenca.co.kr

대표전화

02-2188-0800

| 다양한 역량 개발 |
직원의 자기개발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오픈 렉처’
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매니저 대상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수평적 소통 |
무기명 질문 플랫폼을 상시 운영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 자율적인 기업정책 제안 및 도입 |
‘자율좌석제’를 도입하여 직원의 업무 스타일, 개성에 따라 직원들이 선호하는 공간에서
업무 함으로써,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암젠 오피스에서 같은 시스템으로 일하기 때문에 단순 업무 공간에 유연성을
더한 것에 그치지 않고 효율성 도모를 할 수 있다.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 수평적 소통 |

| 여성 인력 양성 |
사내 워킹맘들이 서로 고충을 나누고 해결책을 공유하는 여성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더 만족스러운 회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여성 임원 비율 유지 |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의 호칭 대신 이름 뒤에 ‘님’을 붙여서 부릅니다.

여성 임원의 비율이 60% 이상이다.

| 여직원 근로 환경 개선 노력 |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출산을 앞둔 직원을 위한 산모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전제로 매니저와 상의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 출산 육아 관련 직원 편의 제공 |
배우자 혹은 본인 출산 시 휴가 및 축하금을 지급한다.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 가족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
직무에 필요한 외부 교육, 영어 교육비, 본인 및 자녀 학자금, 사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분기 1회 금요일을 패밀리데이로 지정,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오전
근무만 실시한다. 자녀 학자금 및 배우자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맞벌이 부부, 워킹맘, 장거리 출퇴근 직원 등을 위해 선택적 출근 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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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

바이엘 코리아
Bayer Korea

다양성
Diversity

대표자명

잉그리드 드렉셀
(Ingrid Drechsel)

본사

독일

홈페이지

www.bayer.co.kr

대표전화

02-829-6600

| 수평적 소통 |
격월로 신입 직원 및 매니저를 제외한 프론트라인 직원들이 소규모로 CEO와 모닝
티타임을 진행한다. 또한, 수평적인 소통을 위해 회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건의하거나 소소한 개인의 일상까지 공유하는 감성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BMS Pharmaceutical
Korea Ltd.

다양성
Diversity

Gender Equality

대표자명

박혜선

본사

미국

홈페이지

www.bms.com/kr

대표전화

02-3404-1300

| 동등한 기회 및 보상 |
직원 본인이 스스로를 승진 대상으로 추천이 가능한 유연한 승진제도 운영하여 능력에 따른
연봉제와 내부직원들의 관리자 및 주요 직무로의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영업목표 달성에 따라 영업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회사의 목표 달성과 개인의 업무평가
결과와 연동되는 내근직 보너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자율적인 기업정책 제안 및 도입 |

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새로운 캠페인이나 제도의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달 1회 월요일 아침에 과일, 간식을 먹는 Fruitful Monday
를 시행한다.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여 등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문 직위 및 호칭을 폐지하고 있다.

양성평등

글로벌 제약사 기업문화 우수 사례
KRPIA 회원사 사례

더 나은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myVoice 설문조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직원이 조직에 느끼는 소속감, 개인이 생각하는 조직 내 포용성, 직원 개인의 조직
내 몰입도, 나의 상사에 대한 존중과 신뢰, 보람있는 경력 개발 등 5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실행계획을 수립 후 개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직원 주도의 조직문화 개선 TFT인 TM/EE(Talent Management & Employee Engagement)
운영하여 매년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100% 자발적 참여로 직접적인 의견개진 및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무환경개선 팀(2015), 회의문화개선 팀(2017), 사보/
타운홀/직원 커뮤니케이션 개선 팀 (2014-2017), 자원봉사활동 팀(2014-2017), 다양성과
포용성 개선 팀(2014), 직원 포상제도개선 팀(2014), 프로세스 개선 팀(2014) 등이 운영되고 있다.

| 여성 임원 비율 유지 |
여성 관리직의 비율을 약 52%로 유지하여 동등한 기회 및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 수평적 소통 |
이름을 부르는 수평적 호칭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여성인력양성 |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직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원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바이엘 직원의
가정에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호스트 가정을 찾아주는 ‘Bayer Youth Exchang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인트라넷을 통해 호스트 가족을 찾고, 반대로
자신의 집에 다른 국가의 직원 자녀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호스트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 여성 임원 비율 유지 |
전체 임직원의 남녀 비율을 5:5로 유지되고 사장을 비롯한 여성 임원 비율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출산ㆍ육아 등에 대한 직원 편의 제공 |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임직원 자녀들에게는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자녀 직장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일터를 방문에 둘러보고, 관심 있는 업무 담당자와 개별 미팅을 통해
진로 결정에 대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에 거주/
근무하는 가족의 참여시 서울시내 호텔 숙박권 1박을 제공하고 있다.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출퇴근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 영업 관리자 양성을 위해 사내 멘토링, 정기 워크숍 등으로 구성된 ‘WIS-Women in
Sales’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장 교육, 외부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임신 기간 정기검진을 위해 월 1회 별도 휴가 제공하고 제왕절개로 출산 시 수술비 전액 지원 하고
있다. 출산 후에는 사내 수유실을 운영하고 출산 휴가기간 동안 100%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육아/출산 지원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령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패밀리데이 시행, 자녀 교육비 및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 직원 및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고충상담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오전 7~10시 중 출근 시간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8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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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링거인겔하임

GE헬스케어코리아

Boehringer Ingelheim Korea

GE Healthcare Korea

다양성
Diversity

글로벌 제약사 기업문화 우수 사례
KRPIA 회원사 사례

대표자명

박기환

본사

독일

대표자명

프란시스 반 패리스

본사

미국 시카고

홈페이지

www.bikr.co.kr

대표전화

02-709-0112

홈페이지

www.gehealthcare.co.kr

대표전화

02-6201-3114

| 동등한 기회 및 보상 |
조직문화, 업무수행능력 향상 등에 대한 인정, 보상을 위한 Recognition 프로그램
(WiTS Award)을 운영한다.
나이, 성별, 인종, 종교와 무관한 공정한 인사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성
Diversity

| 자율적인 기업정책 제안 및 도입 |
사내 밀레니얼 세대들을 주축으로 스마트 워킹과 콜라보 워킹이 결합된 스마트 콜라보
워킹 문화를 수립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 수평적 소통 |
| 다양한 역량 개발 |
임직원들의 역량 및 리더십 개발을 위해 ONE Learning, BI Academy 등의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직무 역량 개발 및 경력 관리 지원을 위해 Senior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한다.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무기명 질문 플랫폼의 상설 운영하여 회사의 리더십에 자유로운 질문 및 의견 개진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 다양한 역량 개발 |
직원들에게 커리어 단계별로 맞춤형 리더십 교육을 상설 제공하고 있다. 리더십 교육,
직무 교육, 사업 교육 등으로 구분해 GE 크로톤빌 리더십 교육을 제공한다.

| 여직원 근로 환경 개선 노력 |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 임직원들이 사내 휴식, 수유 등을 할 수 있는 여성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다.

| 가족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
영어 및 기타 외부 교육비, 강좌 수강을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기개발을 위한 복지비를 지원한다.

|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휴양시설 지원, 주택자금 대출,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임직원 및 가족 포함 단체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직원 개인의 사정과 여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Flexible Time) 및 재택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코어 타임만 준수하면 업무 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코어 타임 제도(Core Time)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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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Gilead Sciences Korea

다양성
Diversity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GSK 한국법인
GSK Korea (제약사업 법인)
대표자명

이승우

본사

미국

홈페이지

www.gilead.co.kr

대표전화

02-6030-3300

| 자율적인 기업정책 제안 및 도입 & 수평적 소통 |
선출된 직원 대표와 회사 대표가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수렴방안을 논의하는 ‘하나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 대표를 선출해 자유롭게
직원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내 여성 커뮤니티(Women at Gilead)를
운영하여,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직원 대상으로 선별된 인원에 한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리더십 프로그램의 기회
제공하여, 다양한 산업군의 여성 리더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인맥교류 및 리더십 개발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 직원 비율 약 50% 및 여성 임원 비율 약 50%로 유지하여,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와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 여직원 근로 환경 개선 노력 |
산모 휴게실, 수유실, 유축기, 냉장고 등 지원하는 등 여성 직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출산·육아 등에 대한 직원 편의 제공 |
출산 및 육아 휴직자를 배려하여 대체 인력 사전 채용 및 교육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Work and Life Balance

대표자명
홈페이지

다양성
Diversity

줄리엔 샘선
(Julien Samson)
kr.gsk.com

본사

영국

대표전화

02-709-4114

| 동등한 기회 및 보상 |
개인의 Development Plan을 포함한 MyPlan 과정을 통해 직원들이 매니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과관리 및 장기적인 자기 개발 계획을 수립,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제약업계 최초로 2015년부터 개인별 영업목표에 따른 평가방식을 배제하고 영업사원
(MR)의 전문적 역량을 평가해 보상하는 새로운 영업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여성 인력 양성 |

| 여성 임원 비율 유지 |

워라밸

글로벌 제약사 기업문화 우수 사례
KRPIA 회원사 사례

| 가족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
다양한 사내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취미 활동을 지원한다.

|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패밀리데이를 통해 사무실을 임직원 가족에게 자유롭게 오픈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기업 문화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전 세계적으로 종합 심리 케어 서비스인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상담 관련 비용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출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재택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직원들이 내부에서 경력개발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내부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채용 기회가 있는 모든 포지션에 대해 오픈하고 내부 지원자들을 우선 검토한다.
지원자는 역량 개발,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 등 가능성을 고려해 인터뷰를 거쳐 포지션
이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직원들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GSK Employee Recognition & Award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나 기여도가 높은 직원, 회사의 가치 실천에 모범이 되는 직원들을
포상한다. 내부 심사를 거치지만 직원 추천 과정을 통해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는 문화도
강화된다.

| 자율적인 기업정책 제안 및 도입 |
부서간, 개인간 의사소통과 협업을 촉진하고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과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오피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정 좌석 없이 최신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어느 곳에서 일하든 원활한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 환경을 제공하고,
외근이나 회의 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좌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문제 제기, 소통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전용 전화 및
온라인 시스템을 포함한 다각적인 Speak-Up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회의 방식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관점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ADP(Accelerated Delivery Program) 툴을 활용하고 있다.

| 수평적 소통 |
회사의 전략, 주요과제,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리더십 팀과 직원 간, 부서 간 쌍방향
소통, 다른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Let’s talk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반기마다 비전,
전략, 문화, 업무환경, 개발 기회 등 전반에 대한 직원 인식, 만족도를 조사하는 Our
Survey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직원들과 공유되며 개선, 발전시켜 나갈 사항을
논의해 실행하고 있다.
상호 존중, 열린 소통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한국식 직급 호칭 대신 전 직원을 이름과
함께 ‘님’으로 호칭하는 ‘이불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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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한국법인
GSK Korea (제약사업 법인)

GSK 한국법인
대표자명
홈페이지

다양성
Diversity

글로벌 제약사 기업문화 우수 사례
KRPIA 회원사 사례

줄리엔 샘선
(Julien Samson)
kr.gsk.com

본사

영국

대표전화

02-709-4114

| 다양한 역량 개발 |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계발하고 글로벌 리더로 활약할 수 있도록 에스프리(Esprit),
퓨처리더스(Future Leaders), 글로벌 로테이션 프로그램(Global Franchises
Rotation Program, GFRP), 펄스(PULSE Volunteer Partnership) 등의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GSK Korea (제약사업 법인)

대표자명
홈페이지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줄리엔 샘선
(Julien Samson)
kr.gsk.com

본사

영국

대표전화

02-709-4114

| 여성 인력 양성 |
제약 영업 환경에서 여성 영업 직원들의 역량 향상,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여성 MR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여성 임원 비율 유지 |
여성 직원 비율 36%, 여성 임원 비율 30%

‘에스프리’는 단기간 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커머셜, 파이낸스, R&D
등 세 분야에 특화된 코스를 마련해 각 분야에 적합한 이력과 재능을 가진 인재를
선별한다. 연관된 학문에서 석사를 취득한 사람은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미주지역에서 아프리카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단기간에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 회사가 가진 지적자산과 자원을
투자해 직원의 능력을 극대화 하고 리더십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다.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퓨처리더스’는 신입사원 채용과는 별개로, 학부 때부터 출중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신규 채용해 2~3년 내에 매니저 급으로 양성하기 위한 조기 리더
양성 과정(fast track) 이다. 이를 통해 2017년 기준,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58개국에서
410명의 새로운 인재가 GSK에 입사했다.
또한, 장기 자원봉사 파견 프로그램인 ‘펄스’를 통해 직원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사회책임 의식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펄스에 발탁된
직원은 3~6개월 동안 세계 각지의 펄스 파트너로 지정된 NGO나 자선단체에 파견되어
보건, 교육, 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한국에서는 2012년에 이어 2017년에 두 번째 참가자가 배출돼 현재 아프리카
케냐에서 활동 중이다.
GSK Leadership Development Framework는 직원부터 그룹의 CEO까지 모든 리더가
단계별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리더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0/20/10’
자기개발 철학에 따라 다양한 실무 훈련과 리더, 멘토, 매니저, 동료 등의 관계를 통한
개발(코칭), 정식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여직원 근로 환경 개선 노력 |
안마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여성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다.

| 출산 육아 관련 직원 편의 제공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자녀 탄생을 축하하는 선물 전달, 수유하는 여성 직원을
위해 최신 설비를 갖춘 Mother’s Room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다국적 기업 최초로 거주지역, 직책, 직무에 상관없이 전세계의 모든 GSK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40가지 이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GSK Health &
Wellbeing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예방
가능한 질환,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을 중심으로 성인 및 영유아의 예방접종, 암 검진,
심혈관계 질환/당뇨 검사 및 치료, 금연 치료 등이 무상 지원된다.
매년 임직원 및 배우자에게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 임직원 및 가족 대상의 생명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유아 교육비,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직원들이 직장 생활 뿐 아니라 가정과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이슈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로자 상담서비스(Employee Assistance Program)를 제공하고 있다.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직무 적성, 부부, 자녀양육, 심리/정서적 문제, 재무, 법률,
일과 가정 양립,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퇴근 시간 탄력근무제(Flexible Working Hours), 재택근무, 평상시 적극적인
연차휴가 사용 권장 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말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1~2주 이상의 연차 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진다. 별도의 여름휴가 및 휴가비를 제공하며, 장기 근속자에게는 유급 휴가, 휴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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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Janssen Korea

Janssen Korea

다양성
Diversity

글로벌 제약사 기업문화 우수 사례
KRPIA 회원사 사례

대표자명

제니 정 (Jenny Zheng)

본사

미국

대표자명

제니 정 (Jenny Zheng)

본사

미국

홈페이지

www.janssen.com/korea

대표전화

02-2094-4500

홈페이지

www.janssen.com/korea

대표전화

02-2094-4500

| 동등한 기회 및 보상 |
내부 채용 제도를 운영해 직원들의 커리어 개발 및 동등한 기회 제공한다.
직원들의 추천을 통해 모범적인 리더십 사례를 선정, 3개 등급으로 심사 후 Encore
Award 수여한다.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5주년, 10주년 30주년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의 선물과 포상을 지급한다.
전직원 및 각 부서별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직원, CSR, IBAS 등 사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직원을 선발하여 포상한다.

Janssen Korea Women Network를 통해 여직원들의 의견 청취 및 수렴, 여성 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 여성 임원 비율 유지 |

보다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해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Ideas Big and Small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하고, 채택 된 아이디어를 회사 정책 및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매년 전세계 Johnson & Johnson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본사에서 직원만족도
조사를 시행, 기업의 책임과 업무 수행에 있어 직원들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한다.
2~3명의 경영진이 소그룹의 직원들과 소통하는 ‘LT Check-in’ 프로그램과, 기존
노사협의회를 확대 적용한 ‘비전포럼’을 운영, 직원들이 각종 안건에 대해 자유로운
제안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 다양한 역량 개발 |
First Line Leader 들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 할 수 있도록 12주간 핵심 리더십 기술
구축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매니저들에게는 동료 및 팀원들의 성과, 기술 개발,
비즈니스 성과 촉진을 위한 대화법과, 실제 사례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코칭 방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리더 육성을 목표로 사장 및 임원들이 분기별로 회사의 비전, 미션, 전략적 방향
등의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MD Dialogue’ 프로그램과, 장기 해외 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임원 검토를 통해 확정 된
수혜자에게 학금,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직원 역량 개발의 달(Development Month)’을 갖고 1개월에 걸쳐 리더십, 다양성과
포용, J&J 비즈니스 이해, 역량개발 등 다양한 주제를 그룹세션, TEDx, Emerging
Talent Forum 등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남/녀직원 구분 없이 자녀가 태어난 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 사용시 8주간 기본급의
100%를 보장하고 있다.
임산부 검진휴가, 수유실, 육아기 단축 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 휴가시
근로기준법을 상회한 휴가를 지급한다.

| 여직원 근로 환경 개선 노력 및 여성 인력 양성 |

| 자율적인 기업정책 제안 및 도입 |

| 수평적 소통 |

| 출산·육아 등에 대한 직원 편의 제공 |

한국얀센의 여성임원 비율은 64%이다.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매년 2-3일 직원이 본인의 자녀와 함께 회사 방문하는 ‘Child Care Cam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이 속한 J&J 계약사의 보유 콘도를 내부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미취학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며(취학 전 2년간 연1회 및 사설 교육기관 교육비 신청
가능), 중·고등·대학생 자녀의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를 연간한도 내 실비
지원한다.
가족과의 시간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반일의 ‘패밀리데이’를 부여하며, 샌드위치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공통근무시간(10:00~16:00)을 포함 1개월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육아, 자기계발, 가사분담 등에 도움을
주고, 업무분야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개인의 처한 환경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 가족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
직원들이 일과 개인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민을 업무, 가족, 개인 심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상담 및 자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Design Thinking Workshop, Influencer, Captivating
Communications, Globe Smart, Harvard Manage Mentor, Edge Program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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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슨앤드존슨
판매 유한회사
Johnson & Johnson S&D LLC.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글로벌 제약사 기업문화 우수 사례
KRPIA 회원사 사례

한국릴리
대표자명

마리오 알버트 슈타인
(Mario Albert Stein)

본사

미국

홈페이지

www.jnj.com

대표전화

02-2094-3000

| 출산 육아 관련 직원 편의 제공 |
건강한 직원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남녀 구분 없이 자녀가 태어난 첫
해에 총 8주간 기본급의 100%를 보장하는 제도를 2017년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약 13만 명에 달하는 글로벌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입양 등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자녀를 얻었을 때 모두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Lilly Korea

다양성
Diversity

대표자명

폴 헨리 휴버스
(Paul Henry Huibers)

본사

미국

홈페이지

www.lilly.co.kr

대표전화

02-3459-2600

| 동등한 기회 및 보상 |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직원들이 서로를 칭찬과 격려를 주고 받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
‘INSPIRE’을 2017년 론칭하여 운영하고 있다. 칭찬 메시지와 함께 선물 받은 포인트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 자율적인 기업정책 제안 및 도입 |
직원들의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사용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직원
입장에서는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경력단절 및 업무숙련도 저하
등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연속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직원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최상의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고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새로운 개념의 ‘통합 업무 환경’을 2010년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업무 특성에 따라 지정석에서 근무하는 ‘상주직’과 원하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유동직’으로 나눠 근무할 수 있고, 집중이 필요한 업무를 진행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1인 공간인 ‘포커스 룸’을 다수 배치하고 있다.

| 가족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

| 수평적 소통 |

사내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해 직원들의 취미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인지 다양성’을 주제로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Korea Diversity
Network’를 발족했다. ‘타인의 취향 릴레이’, ‘멘토링 프로그램’, ‘Lilly TED 강의’ 등을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두레미팅’, ‘두드림’, ‘릴리 토크쇼’, ‘Friday Morning SVC’ 등 열린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개발을 위한 1년 간의 무급휴직을 제공한다.
건강한 직원이 건강한 회사를 만든다는 일념으로 건강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한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몸, 마음,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및 건강한 식생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에게 개별 맞춤 운동법 및
식습관 코칭을 통해 직원들의 생활 전반에 도움을 제공하고, 과일 및 견과류 등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 다양한 역량 개발 |
직원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 역량을 발휘하고 글로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른
지사 및 한국 지사의 다른 부서로의 STA(Short Term Assignment: 단기 파견 근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국 직원이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는 것뿐 아니라, 최근 베트남
지사의 직원을 한국 지사로 파견 받아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공유한다.

육아, 자기개발, 가사분담 등 직원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여성 임원 비율 유지 |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여성 직원 비율 48%, 여성 관리자 비율 51%, 최근 5년 연속 여성 임원 비율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 출산·육아 등에 대한 직원 편의 제공 |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출산휴가와 별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62%에 달한다.
임신기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위해 월 1회 유급 휴가를 지급한다. 또한, 태아 건강을
위한 전자파 차단 앞치마와 출산 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직원을 위한 산모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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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
Lilly Korea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글로벌 제약사 기업문화 우수 사례
KRPIA 회원사 사례

한국룬드벡 주식회사
대표자명

폴 헨리 휴버스
(Paul Henry Huibers)

본사

미국

홈페이지

www.lilly.co.kr

대표전화

02-3459-2600

| 가족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
Office English Tutor, Lilly Book Café(예스24 전자도서관 이용)운영, 선택적
복리후생비 지원 등 자기개발을 장려한다.

Lundbeck Korea

다양성
Diversity

대표자명

헤르만 산토니 라모스
(Herman Santoni Ramos)

본사

덴마크

홈페이지

www.lundbeck.co.kr

대표전화

02-431-6600

| 동등한 기회 및 보상 |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계약직, 파견직 직원들도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복지혜택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자율적인 기업정책 제안 및 도입 |

선택적 복리후생비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여행, 운동 등을 포함한 취미와 자기개발비
지급, 16개 동호회 지원하고 있다.

노사협의회의를 활성화하고, Change Agent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수평적 소통 |

|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매년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Employee Satisfaction Survey)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과의 워크샵 진행하고 있다.

매달 금요일 ‘패밀리데이’ 지정하여, 전 직원이 오후 3시에 퇴근하도록 장려한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2011년부터 8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제도 운영 전반과 직원의 만족도,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
등의 다각도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 다양한 역량 개발 |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모든 직원들에게 개별 교육예산을 지원하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니저들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Global Talent & Leadership program 등 덴마크 본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두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공통근무시간 10-4시를 포함 8시간 근무가 원칙인
시차 출퇴근제 및 재택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전 세계 릴리 직원 중 100명을 홍보대사로 선정하여, 2주 동안 개발 도상국에 자사
직원을 파견해 현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 여성 임원 비율 |
여성 직원 비율 50%, 여성 임원 비율 67%으로 높은 여성 임원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 여직원 근로 환경 개선 노력 |
여성용품을 상시 구비하는 등 여직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원안전
SAFETY

| 직원안전 SAFETY 직원 안전 기업문화 조성 |

| 출산·육아 등에 대한 직원 편의 제공 |

전 세계 직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갖춘 일터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 교육 및 현장
실습으로 교통 안전 교육(Mobile directions)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임신기간 동안 정기검진을 위한 월 1회 유급휴가를 지원하며, 출산휴가 3개월 간 기존
급여 100%를 보장해 주고 있다.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필수 프로그램으로 기존 직원들은 4년에 1회, 신입
직원은 90일 내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론적인 이해력과 위험 대처능력 증진을
위해, 내부교육은 물론 교육기관을 통한 외부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직접 사고 체험, 위험상황 등을 경험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 가족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
높은 수준의 영어교육비(일반직원 월15만원, 부서장 월30만원)와 직원이 개별 니즈에
맞춰 사용 가능한 복지비 및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가족들과의 시간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첫째 주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하는
패밀리데이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자녀학자금 지원하고 있다.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가정생활 또는 직원들의 자기개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택적 출근 시간제와
리프레시 휴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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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머크
Merck Ltd. Korea/
Biopharma Division

다양성
Diversity

대표자명

Managing Director& Representative Director: Glenn Young
General Manager: Dr. Uloff Muenster

홈페이지

www.merck.co.kr

대표전화

02-2185-3800

본사

한국MSD
MSD Korea Ltd.

독일

| 동등한 기회 & 보상 |
Sales, Marketing, MSL, PSP 등 각 업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진행해 우수한
사원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진행하는 Biopharma Award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내 Job Opening(공석)이 생길 경우, 투명한 내부 채용 프로세스를 전사에 공지,
공정한 인터뷰 프로세스 후 피드백을 제공한다.

글로벌 제약사 기업문화 우수 사례
KRPIA 회원사 사례

다양성
Diversity

| 자율적인 기업정책 제안 및 도입 |

대표자명

아비 벤쇼산

본사

미국

홈페이지

www.msd-korea.co.kr

대표전화

02-331-2000

| 동등한 기회 및 보상 |
INSPIRE: 감사와 인정을 강화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즉각적이고 빈번한 어워드
부여를 위한 인정(Recogni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포인트 형식으로
어워드를 줄 수 있으며, 어워드로 받은 포인트는 로컬/인터네셔널 업체 상품권 및
다양한 물품으로 선택 가능하다.

| 자율적인 기업정책 제안 및 도입 |

Innovation Committee가 운영하는 Best Idea Wins Project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독려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직접 옮겨 이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직원 참여 및 제안 기구 EAB(Employee Advisory Board)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는
회사 경영진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직원과 회사 간의 소통을 담당한다.

| 수평적 소통 |
| 수평적 소통 |

모든 임직원이 서로를 칭찬하고 긍정적인 Feedback을 공유하는 Recognition card
-You Inspire Me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건강한 소통 문화를 위해 ‘Yes & And’ 캠페인
또한 성황리에 진행한다.

업무의 특성과 직원의 활동 패턴에 맞춰 업무 공간을 구성하는 ABW(Activity
Based Workplace)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공간을 디자인했다. 또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율좌석제를 실시해 부서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제공한다.

| 다양한 역량개발 |
•Development Day
직원들의 경력 개발과 기회 탐색을 위해 ‘자기 개발’이라는 큰 주제 아래 사내 리더들을
연사로 섭외해 다양한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경력 개발 노하우와 자기 개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Development Day를 진행한다. 평소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경력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세션을 제공한다.
•Merck Korea Learning Program
매 해 비즈니스 및 매니지먼트 역량 교육 등이 진행되는 Merck Korea Learning program
을 운영한다. 이 교육은 연중 진행되며, on/off-line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황
및 환경에 맞춰 교육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물론, 본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직원이 개인개발계획(IDP)을 통해 자기개발을 지원받는다.
•Think Tank - Innovation center 와 해외 Short-Term Assignment
전세계 머크 직원 대상으로 진행되는 Think Tank는 5개의 핵심 주제 놓고 다양한
교육과 워크샵 등을 진행하며 시장 동향 및 비즈니스 기술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세계에서 선발된 직원들은 독일에 위치한 Merck Innovation Center(MIC)에서 3
달간 근무하면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선발된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전 세계에서 온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그 외 경력개발을 위해 인도, 독일 등 국가에서 몇 개 월간의 해외 단기 근무
기회 (short-term assignment)도 제공된다.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 다양한 역량 개발 |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 개발을 위해 본인의 개발 계획에 근거하여, 다양한 부서 및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ssign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2년간 국내외 다양한 리더십 트레이닝 및 업무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GMAP)을 운영한다.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 여성 임원 비율 유지 |
여성 직원 비율 약 47%이며,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은 60%이다. 남녀구분 없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정착한 결과 균형적인 남녀 성비를 유지하고 있다.

| 여직원 근로 환경 개선 노력 |
워킹맘들의 편안한 모유수유와 임신부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인 엄마의 방
(Mother’s Room)을 운영하고 있다. 유축기와 소파, 모유 전용 냉장고 등 수유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 출산 육아 관련 직원 편의 제공 |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해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적용한다.
임신한 직원에게 임신기간 동안 매월 0.5일의 유급휴가 부여

역량개발, 인재배치, 리더십 개발 등 기업 전반에서 직원 역량 개발 및 우수한 복지 체계
등을 확립해 세계적인 인사평가기관인 ‘Top employers Institute’가 주관하는 2018
Top employer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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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
MSD Korea Ltd.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대표자명

아비 벤쇼산

본사

미국

홈페이지

www.msd-korea.co.kr

대표전화

02-331-2000

| 가족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
직원들의 글로벌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학원, 온라인, 전화영어, 개인교습 등 총
6개월까지 매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Mundipharma Korea Ltd.

다양성
Diversity

글로벌 제약사 기업문화 우수 사례
KRPIA 회원사 사례

대표자명

이명세

본사

홈페이지

www.mundipharma.co.kr 대표전화

Emerging Markets
지역사무소
(싱가포르 소재)
02-568-5689

| 동등한 기회 및 보상 |
업무 성과 평가 시, 양적/질적 평가를 반영해 성과급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동기를
부여한다.
성과 및 업무수행역량을 기준으로 승진을 결정하고, 연차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직원과 직원가족의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Live-it Days 프로그램 도입. 기존에
운영하던 연간 5일의 단기병가 제도를 확대하여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혹은 가족
이벤트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예: 가족간호, 건강검진 이후 휴식, 집 이사관련 계약
및 이사일, 자녀 입학식 및 체육대회 등 자녀 학교행사)
매주 금요일 ‘패밀리데이’로 지정하여 모든 직원이 1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장려한다.
직원 가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사 약품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사 백신
접종 조건 대상자의 경우 무료로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직원 자녀의 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다.
임직원 및 임직원 직계가족 애사 시 상조 물품 지원 및 조의금을 전달한다.

공석 발생 시 “Job Posting”을 통해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이동의 기회를 준다.

| 수평적 소통 |
직원간 호칭시 직급을 사용하지 않고 사장님 이하 전직원 “~님”으로 호칭한다.
모든 임원이 업무와 관계없는 주제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직원들은 자유롭게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년간 함께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면서 자유롭게 소통할 기회를
갖는다. 둘레길 걷기, 도서관 활성화, 명상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전 직원이 연간 평균 2회 정도 GM과 식사 자리를 통해 자유롭게 의사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직원, 배우자, 자녀들이 일, 인간관계, 안전, 재정 및 채무관련 상담이 필요할 때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가가 대기 중이며,
상담 비용은 전액 회사에서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핵심 근무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
내근이 주된 직원들의 업무 장소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직원의 업무 몰입도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월 최대 4회(전일 또는 반일) 재택 근무
사용가능

혁신성
INNOVATION

| Innovation Room |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노베이션 미팅룸을
운영하고 있다. 아마존 에코, 멀티 터치 지원 디지털 보드, VR 등 최신 기기를 지원한다.

| 다양한 역량 개발|
연간 2회 진행되는 ‘Talent Review’를 통해 회사의 Top Talent를 구체화하고, 개인별
개발 니즈에 따른 개발 플랜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MDP-LDP-EDP 의 3단계로 이루어진 리더십 교육을 진행한다.
Assignment 프로그램: 정식 부서 이동 전에 업무에 대한 경험을 쌓고 fit을 맞춰볼 수
있도록 assignment 프로그램 운영. Job Posting을 통해 지원자를 받고 인터뷰 절차를
거쳐서 선발한다.
DSM Academy: 예비 DSM 후보자를 선발하여 일 년간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진행, 멘토링, DSM 역할 사전 체험(채용 인터뷰 등)을 통해 DSM 역량을 개발한다.
실질적으로 DSM 공석 발생 시 DSM Academy 후보자가 DSM으로 선발되는 비중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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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dipharma Korea Ltd.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대표자명

이명세

본사

홈페이지

www.mundipharma.co.kr 대표전화

Emerging Markets
지역사무소
(싱가포르 소재)

한국노바티스㈜
Norvatis Korea

02-568-5689

| 여성 임원 비율 유지 |
여성 직원이 전체 45%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 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은 35% 선에서
유지함으로써 양성 평등의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여성 임원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3년 전 20%에서 현재 30%까지 증가된 상황이다.

글로벌 제약사 기업문화 우수 사례
KRPIA 회원사 사례

다양성
Diversity

대표자명

클라우스 리베 임시대표

본사

스위스

홈페이지

www.novatis.co.kr

대표전화

02-768-9000

| 동등한 기회 및 보상 |
새로운 채용에 대해 내부 직원에게 가장 먼저 공유하고 지원 기회를 제공하는 Internal
Job Posting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OTR(Org. Talent Review), TTS(Talking Talent Session)를
통해서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를 경험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직무 순환(Job Rotation),
단기 직무 경험(Short assignment) 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출산.육아 관련 직원 편의 제공 |
자녀 출산시 케익과 꽃바구니 및 축하금을 제공한다. 또한, 남성 직원은 3일까지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자율적인 기업정책 제안 및 도입 |
모든 직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기업 조직문화 및 업무환경 개선, 업무효율 제고 등을 목표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직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추진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관련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행한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 및
개선점을 도출하는 협의체인 사회적 책임 위원회(CSR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다.

| 가족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
직원의 여가활동, 자기계발 및 자녀 교육을 위해 직원 자신의 필요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비 120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매월 동호회 활동비를 지급하여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조직 내 다양성 및 포용성 증진을 위해 간부 혹은 임원이 D&I (Diversity and
Inclusion) 챔피언을 맡아 직원 의견 수렴, 관련 프로젝트 진행 등을 주도하고 있다.

업무상 영어 사용이 필수인 직원에게는 월 20만원 상당의 전화영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수평적 소통 |
직급제를 폐지하고 전 임직원의 호칭을 ‘님‘으로 통일하여 수평적 소통을 장려하고 있다.

|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매주 금요일은 오후 5시에 퇴근하는 패밀리데이를 운영하여, 가족과 함께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양한 역량 개발 |
Talent Exchange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임직원이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며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한 직원 및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단축근무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직원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한 통합 교육 온라인 포털인 Novartis University를 운영하여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유연한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육아, 건강 상의
이유로 사무실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위하여 재택 근무를 시행한다.
샌드위치 연휴는 되도록 공식적인 Office Closing을 시행하여, 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Office Closing일정을 연초에 미리 공지하여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 여성 임원 비율 유지 |
회사 내 여성 임원 비율이 33%에 달하며, 여성 간부 비율도 56%에 달해 절반을
상회하는 등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 및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 여직원 근로 환경 개선 노력|
사내 Health Keeper 에게 30분씩 월 4회까지 마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직원들의 휴식과 모유수유를 위한 Nursing Room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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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Norvatis Korea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글로벌 제약사 기업문화 우수 사례
KRPIA 회원사 사례

대표자명

클라우스 리베 임시대표

본사

스위스

홈페이지

www.novatis.co.kr

대표전화

02-768-9000

| 가족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
직원들의 자기개발과 건전한 취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독서, 등산, 자전거 등의
사내동호회 결성 및 운영을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내 동호회가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다.

Pfizer Pharmaceuticals
Korea Ltd.

다양성

대표자명

오동욱

본사

미국

홈페이지

www.pfizer.co.kr

대표전화

02-317-2100

| 동등한 기회 및 보상 |

임직원이나 그 가족 중 누구나 업무나 생활에서 겪는 고민이나 어려움을 전문상담업체를
통해 상담할 수 있는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직원들이 다각도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굴하고 경력을 개발해나가는 ‘커리어
플래닝’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Individual Development Plan(경력 및 역량 개발
계획)을 통해 직원들은 매니저 및 회사의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경력 관리 및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Internal Job Posting, 타 업무/부서 및
해외 지사의 파견 근무 제공, 업무향상과 기여도에 대한 보상제도인 ‘Recognition&
Reward’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 자율적인 기업정책 제안 및 도입 |

한국노바티스는 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OWNIT!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는 Straight Talk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든 구성원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며, 매년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로 구성된
Pfizer Korea OWNIT! Task Force Team을 운영하여 화이자 기업 문화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첫째, 출퇴근 시간을 직원의 생활 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자율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 부서장 승인으로 재택 근무가 가능하다.
둘째, 매주 금요일은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여 오후 5시에 퇴근하는 ‘Early Friday’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 이브나 명절 연휴 전날에는 오후 1시에 퇴근하게
하는 ‘Early Holiday’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장기근속자에게 상금과 휴가를 제공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Diversity

| 다양한 역량 개발 |
다각도에서 직원의 재능을 발굴, 증대시키는 LCD (Lattice Career Development)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장기적 경력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Ownership을 발휘하여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경험을 쌓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경력경로를
설계하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해 사내 공모 제도 (Internal Job Posting) 활용 강화,
부서/사업부 간 단기 파견 (Secondment) Program, 다양한 국가와 영역을 넘나드는
업무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부서 간 인재 교류를 위한 Talent Exchange Program
등을 통해 직원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경력 경로를 설계하도록 돕고, 회사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서간 상호존중과 배려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HCI (Healthier Collaboration Initiativ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효율적
협업문화를 보다 강화하는 전사 차원의 캠페인 진행 및 정규 회의체 효율화 등의 실행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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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Pfizer Pharmaceuticals
Korea Ltd.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글로벌 제약사 기업문화 우수 사례
KRPIA 회원사 사례

한국로슈㈜
Roche Korea Co., Ltd.
대표자명

오동욱

본사

미국

대표자명

매트 사우스(Matt Sause)

본사

스위스

홈페이지

www.pfizer.co.kr

대표전화

02-317-2100

홈페이지

www.roche.co.kr

대표전화

02-561-7200

| 여성 임원 비율 유지 |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비율이 46.3%이며, 특히 최고경영진 가운데 여성 임원이
57.1%를 차지한다. 개인의 실력과 역량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높은 여성관리자 및 임원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양성
Diversity

| 자율적인 기업정책 제안 및 도입 |
부서 내 다른 업무 혹은 타 부서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Job Shadowing 및 JECO(Job Experience for Career Opportunity)을 운영하여
50%의 높은 내부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 여직원 근로 환경 개선 노력 |

| 수평적 소통 |

모유수유 중인 여성 직원을 위해 최신식 유축기, 세척 및 소독기, 냉장고 등 수유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수유실을 운영하여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있다.

직급제 및 호칭을 폐지하여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 다양한 역량 개발 |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2년간의 장기 리더십 프로그램 ‘ALPS’를 운영하여 다양한 역량 강화 및 업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회사 내 리더십 팀이 정기적인 코칭 세션을 통해 직원들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로우 코칭(Grow Coaching)’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남녀기회균등과 고용평등 노력, 일&가정 양립 지원, 다양한 직원복지 프로그램 등을
인정받아 2011년 3월, 고용노동부 주관 ‘20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2015년 8월에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5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로 2009년에 이어 재선정 되었다.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나 법 규정이 자주 개정되기 대문에 이를 모든 구성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가이드를 제작 및 배포하여 직원들이 다양한 복지정책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자녀학자금, 가족 휴양시설, 가족 참여 프로그램, 여직원 출장 시 육아 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체력단련실에 전문 트레이너들이 상주하여, 1대1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월 헬스 매거진을 발송하며 다채로운 운동 클래스를
개설한다.
본인의 근무시간 스케쥴을 조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패밀리 데이’를 운영, 매년 다른 테마를 가지고 각
사업부/부서 별로 프로그램을 자체 선정하여 동료, 가족들과 함께 친목을 다진다.
자녀 학자금, 경조비, 의료비, 건강검진, 단체보험 등을 지원하고 직원 및 가족이
휴양시설을 연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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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사노피

Sanofi

Sanofi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사노피 파스퇴르
젠자임 코리아

회사명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본사

프랑스

양성평등

대표자명

배경은

대표전화

02-2136-9000

Gender Equality

회사명

사노피 파스퇴르

본사

프랑스

대표자명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
(Baptiste de Clarens)

대표전화

02-2136-9500

회사명

젠자임 코리아

본사

미국

대표자명

박희경

대표전화

02-2136-9000

글로벌 제약사 기업문화 우수 사례
KRPIA 회원사 사례

| 여성 인력 양성 |
유리천장 없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임원급 여성 인재 대상으로 리더십·커뮤니케이션
능력·네트워킹 스킬 등을 교육하는 본사 프로그램 카탈리스트(Catalyst)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여성 실무진의 경력 개발을 독려하고자 미니-카탈리스트(MiniCatalyst)를 실시하고 있다.

| 여성 임원 비율 유지 |

www.sanofi.co.kr

여성 직원 비율은 약 43%, 여성 관리자 비율은 약 44%로 유지하여,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여직원 근로 환경 개선 노력 |
‘엄마의 방(Mom’s Room, 임신부 휴게실 및 수유실)’을 운영 중이며, 임신 정기검진을
위해 월 1회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성
Diversity

| 동등한 기회 및 보상 |
목표-성과 연동 인센티브 제도인 변동 성과급 제도를 직무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회사 전체에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나 귀감이 되는 성과를 발굴, 격려하는 STAR
Award 제도를 시행 중이다.

| 자율적인 기업정책 제안 및 도입 |
사내 다양성의 가치를 제고하는 ‘다양성 위원회(Diversity Council)’와 중간 관리자
주축의 의사결정기구인 ‘ELT (Extended Leadership Team)’를 운영하며, 직원들이
기업 운영 및 사내 문화 진작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자율적으로 제시·토의·의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다양한 역량 개발 |
마케팅 직무로 이동하기를 희망하는 타 직군 직원들이 관련 역량을 미리 개발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 ‘SMSD (Sanofi Marketing Successor Development)’와,
차세대 리더십으로 성장할 팀장 급 중간 관리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중장기 리더십 교육,
그 외 MBA 학위 취득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유연한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탄력근무제 및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가생활 및 재충전의 시간을 위해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여름유급 휴가 5일을 제공한다.

|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홀리데이 익스체인지(Holiday Exchange, 임직원 자녀 단기 문화교류 프로그램)를
통해 직원 자녀들이 서로의 문화와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숙박은
상대국 직원의 가정에서, 교통비 등은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모든 임직원 및 가족 대상으로 자사의 독감백신을 전국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퇴근하도록 격려하는 패밀리데이를 운영, 가족과 함께 저녁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있다.
‘가족친화 경영과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대표로) 2013년, 2016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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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파마코리아

한국세르비에(주)
SERVIER KOREA

다양성
Diversity

대표자명

콜레트 로쉐스
(Colette ROUCHES)

본사

프랑스

홈페이지

www.servier.co.kr

대표전화

02-3415-8500

| 자율적인 기업정책 제안 및 도입 |
임직원협의회, Suggestion box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Zuellig Pharma Korea Ltd.

다양성
Diversity

| 수평적 소통 |
직급제 및 호칭제를 폐지하여 직원간 수평적 소통 문화를 확립하고 있다.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 여성 임원 비율 유지 |
높은 여성 임원 비율 67%을 보이며 여성인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크리스토프 피가니올
(Mr. Christophe Piganiol)

본사

싱가포르

홈페이지

www.zuelligpharma.com

대표전화

02-2006-0600

| 다양한 역량 개발 |
팀장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 관리자가 갖춰야 할 자질을 양성한다. 직원의 강점과 개발할
영역을 임원진이 모여 집중 분석 및 경력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패널리뷰(Panel review
for Talent)를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 대학과 협력하여 잠재성이 높은 임직원의 리더십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회사에서 부담한다.

| 수평적 소통 |

간이침대, 살균·소독기, 냉장고 구비 된 수유실을 운영하고 있다.

2년마다 직원 몰입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직원 몰입도와 관련된 18개 영역별로
직원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근무환경 및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지원 하고 있다. 이외에도 팀장 런치미팅, 분기 및 상하반기
사업성과를 전직원과 공유하는 타운홀을 진행하고 있다.

| 출산 육아 관련 직원 편의 제공 |
임신한 여직원이 정기검진시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시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Work and Life Balance

대표자명

잠재성이 높은 직원들의 재능을 키워주는 ‘영탤런트 프로그램’을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영탤런트로 선발된 직원은 상, 하반기 해외 워크샵에 참가하게 된다.
해외 지사의 선진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해외 물류센터 견학’을 진행한다. 매년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기회가 제공되며, 해외 체류에 따른 경비는 모두

| 여직원 근로 환경 개선 |

워라밸

글로벌 제약사 기업문화 우수 사례
KRPIA 회원사 사례

| 가족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

양성평등

매월 10만원 불어와 영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Hobby Club 지원하고 있다.

Gender Equality

| 여성 임원 비율 유지 |
회사 내 승진에 여성 차별이 없어, 여성 임원 비율이 44%에 육박한다.

| 출산 육아 관련 직원 편의 제공 |

|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임신한 여직원에게 월 1회 유급 검진휴가를 제공하며, 출산한 직원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고,
일과 업무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단축 및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

자녀 학자금 및 배우자와 자녀 단체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 가족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
등산, 축구, 독서 등 자기개발 및 취미 활동을 위한 동호회비를 지원하고 있다.

| 가족친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회사 내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임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외에도 단축근무, 유연근무제 실시를 하고 있다. 격년으로 배우자 건강검진을 지원하며,
자녀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빵만들기’, ‘핑크런’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 워라밸 확보 위한 근무조건 제공 |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여 일·가정 양립 확보를 위한 근무조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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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KRPIA에는 한국에 진출한 총 41개 글로벌 제약사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KRPIA에 소속된 글로벌 제약사는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전 세계 신약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애보트(주)

한국애브비

악텔리온 파마수티컬즈 코리아(주)

한국엘러간(주)

암젠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엘 코리아

한국BMS제약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브라코이미징코리아

세엘진 유한회사

디케이에스에이치코리아(주)

GE헬스케어코리아

GSK 한국법인

게르베 코리아 주식회사

이미징솔루션코리아 주식회사

입센코리아(주)

한국얀센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유한회사

레오파마 코리아

한국릴리

한국룬드벡 주식회사

한국메나리니주식회사

한국 머크

한국엠에스디 유한회사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한국노바티스(주)

노보 노디스크 제약(주)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옥시레킷벤키저

한국화이자제약

사노피 파스퇴르(주)

한국세르비에(주)

샤이어파마코리아 유한회사

비포인터내셔날

젠자임 코리아

(주)

한국로슈

(주)

한국유씨비제약

(주)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주)

쥴릭파마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