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사노피,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 임직원 초청 기념 행사 개최
-

‘여성의 삶이 행복해지는 기업 문화 육성’을 위한 사내 정책 및 프로그램 소개

2012 년 3 월 9 일 -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제약사업 부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장 마리
아르노)는 지난 8 일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업적을 범세계적으로 기리는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을 맞아, 임직원들을 초청해 이 날의 의미를 기념하고 여성 임직원의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위한 회사 정책을 공유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장 마리 아르노 사장이 참석해 사노피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 여성 임직원들의 공헌과
노고를 치하하고, 사노피 본사 및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 인재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었다. 또한 „여성의 삶이 행복해지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바라는 점을 건의하는 코너도
마련되었다.
사노피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개한 전세계 여성 인력 고용 현황에 따르면, 여성의 비율이 전체 임직원의
46%에 달하며, 매니저 직급의 45%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사노피는 조직 내에서 여성 임직원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그룹 CEO 인 크리스 비바커 회장이 설립한 „여성 리더십 위원회‟를 비롯해 여성 인재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 다양한 위원회와 산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에서 여성의 비율은 전체 임직원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임원 중 4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 인력 개발을 지원하는 본사 정책에 따라 결혼, 출산, 양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친화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해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택근무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 임산부를 위한 월 1 회 특별 휴가제 및 미취학 및 취학 자녀의 교육비(대학교 등록금 포함)
지원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25 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임직원이 자녀의 교육이나 의료 지원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익명이 보장된 상태에서 개별적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쏘시에이션(The
Association)‟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임직원들의 사내 네트워킹 및 커리어 개발을 독려하는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사노피 인사교육팀 배선희 상무는 “오늘날 여성들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 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사노피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과 기업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사노피는 여성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여성 친화 정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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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사내 행사에 참석한 사노피 임직원들.
===

사노피(Sanofi) 에 대하여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노피(Sanofi) 그룹은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한 치료 솔루션을 연구, 개발
및 제공하는 세계 선두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파리 (EURONEXT: SAN) 및 뉴욕 (NYSE:
SNY)에

상장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전문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세노비스)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백신(사노피 파스퇴르), 희귀질환치료제 (젠자임
코리아), 동물의약품 (메리알 코리아)을 통해 예방에서 치료까지, 전문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사람에서 동물까지,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다각화된 헬스케어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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