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사노피, 임직원 자녀 초청 행사 ‘사노피 

금쪽이들과 함께’ 진행 
 

* 사내 직원 커뮤니티 ‘부린이(초보 부모) 성장기’ 활동 일환, 초등 자녀 초청 

행사 진행  

* 부모의 일터를 직접 둘러보고 체험하며 부모님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자부심 전달 

* 사노피,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일터 만들기 위한 노력 이어 나갈 것 

 

대한민국 서울, 2022 년 8 월 9 일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 1은 사내 직원 

커뮤니티 ‘부린이(초보 부모) 성장기’ 활동의 일환으로 해당 커뮤니티 임직원 초등학생 자녀들을 

초청하는 행사인 ‘사노피 금쪽이들과 함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의 자녀가 

부모님의 일터를 직접 둘러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자부심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부린이(초보 부모) 성장기’ 커뮤니티의 임직원 및 자녀들은 사노피 서울 오피스를 방문해 회사와 

직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상의 상점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의약품 개발과 판매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 자녀들은 의약품 개발 과정을 알아보고, 

가상의 상점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역할을 해보기도 하면서 부모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부린이(초보 부모) 성장기’는 사노피 직원들의 자발적인 글로벌 네트워킹 커뮤니티인 

ERG(Employee Resource Groups) 중 하나이다. 초보 부모들이 모여 워킹맘, 워킹대디로서의 

고충을 나누고 서로의 육아와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며 가정과 회사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주요 활동으로는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육아 관련 팁을 공유하며 

유용한 정보들은 분기별로 회사 전체에 공유한다. 또한 자녀 나이대에 따른 짝꿍을 매칭해 

서로에게 멘토와 멘티가 되어 개인적인 교류 및 애로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배경은 대표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대표이사, 사노피 한국법인 Country Lead  

“다양성과 포용성은 회사의 전략을 펼치는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ERG는 이를 강화하

기 위해 본사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ERG를 통해 직원들이 연대하고 서로 연

결됨으로써, 조직에 소속감을 느끼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

 
1  사노피의 한국법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사노피 파스퇴르(대표 파스칼 로빈),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대표 파비앙 슈미트)가 공동으로 발행한 보도자료입니다. 



으로도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노피는 본사차원에서 조직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고, 직원들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자발적인 임직원 글로벌 네트워킹 커뮤니티인 ERG(Employee Resource Groups)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직원 누구나 원하는 주제로 ERG 를 만들거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해 말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부린이 성장기(일하는 부모 ERG), MZRG(MZ 세대 ERG), 동고동락(건강 

문제가 있는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ERG), 스우파(영업부 여성 임직원 ERG)의 4 개 그룹이 

만들어져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사노피 글로벌 차원에서는 ▲성별(Gender) ▲가능성(Ability) 

▲성정체성/지향성(Pride) ▲문화 및 출신(Culture and Origins) ▲세대(Generations)로 5 가지 ERG 가 

구성되어 있다. 

 

 

사노피(Sanofi)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기적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100 여 개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의료 

현장(practice of medicine)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노피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에 두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옵션과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공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