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사노피, 국내서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인증
-

사노피, 2019년까지 가족친화기업으로서의 자격 유지
다양성, 신뢰, 상호존중의 가치를 담은 가족친화∙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높은 평가

2016년 12월 20일, 서울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제약사업부문인 주식회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이하 “사노피”)는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재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저출산·고령화·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인증제도다.
사노피는 지난 2013년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확산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 올해 재인증을 받으면 2019년까지 가족친화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기업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재인증 과정에서 사노피는 ‘가족친화 경영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 직원 자녀에게 해외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홀리데이 익스체인지 (Holiday Exchange) ■
직원들의 육아 및 자기계발, 가사 분담을 돕기 위한 탄력 근무제 ■ 직원들이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재충전의 시간을 지원하는 유급 하기휴가 ■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가족예방접종 ■성별균형∙세대간 균형∙일과 삶의 균형 등 다양성(Diversity)의 가치를 매년 새로운
관점으로 직원 모두가 되짚어 보는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 ■ 맞춤형 커리어 및 조직 생활
컨설팅으로 참가자 수가 2013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사노피 멘토링’ 등이 대표적이었다.
사노피를 이끄는 배경은 사장은 “사노피가 2013년에 이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정부가 인정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인증 받게 되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도 사노피가 추구하는 다양성, 신뢰, 상호존중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족친화∙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사노피를 구성원들이 일과 삶의
조화를 찾을 수 있는 일터로 가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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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Sanofi)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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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뉴욕 (NYSE: SNY)에
상장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당뇨순환기사업부 (DCV), 전문의약품사업부 (GEM), 스페셜티케어사업부 (사노피
젠자임), 백신사업부 (사노피 파스퇴르), 컨슈머헬스케어사업부 (세노비스), 동물약품사업부 (메리알 코리아)
등 6 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노피(Sanofi) 그룹은 예방에서 치료까지, 전문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사람에서 동물까지,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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