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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CSR 보고서

한미약품은 지난 45년 동안 국민과 인류의 고귀한 생명을 위한 양질의 약품을 만

들기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내실 있게 역량을 집중해온 결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혁신적인 개량•복합신약 개발과 라이선스 아웃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며 대한민국이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있

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목표인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투명

하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통해 한미약품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신뢰에 보답하

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18년 제약업계 최초로 발간되는 ‘2017 한미약품 CSR보

고서’는 창조와 도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제약강국, 대한민국’의 비전을 달성하고,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한미약품의 많은 노력 

중 2017년 한 해 동안의 기록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 매년 본 보고

서 발행을 통해 제약강국 도모를 위한 한미 혁신경영 현황과 성과에 대해 이해관계

자 여러분들과 활발히 소통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한미약품의 첫 번째 CSR 보고서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 Standard의 

Core option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

로 소통하기 위해 Core option 및 중요주제 이외의 관련 내용들도 추가로 수록하였습

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중요 지속가능성 주제의 선정 결과와 수록 내용 등은 19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외 GRI Standard의 수록 현황은 63페이지에서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보고 경계

본 2017 한미약품 CSR보고서는 한미약품의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수록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연

도에 대한 자료를 추가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약품의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이해관

계자 여러분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주제의 경우 한미정밀

화학과 북경한미약품의 정보도 포함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본 CSR 보고서는 주요 보고 이슈의 선정과 작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의 독립적

인 전문 검증인으로부터 수록 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검증 받았습니다. 보

고서 수록 내용 검증에 동원된 방법론 및 관련 기준, 검증 결과 및 검증인과 관련된 기

타 사항에 대한 정보는 6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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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초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신약 R&D를 진행해 오

면서 회사의 규모를 벗어난 힘겨운 R&D 투자를 보는 비

판적인 시각을 감수해야 했고 세간의 오해로 인해 많은 

이해관계자 분들께 걱정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

만 한미약품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고, 신약 불

모지인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신약개발 가능성을 보여준 

대한민국 No.1 제약기업입니다. 

한미약품은 신약개발이 인류건강을 책임지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사명이라 믿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약개발을 통해 제약강국을 선도하는 기업, 이해

관계자 분들께 사랑받는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지금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신약개발을 통해 제약강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

어가는 한미약품의 노력들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립니다.

한미약품 임직원 모두 성실한 마음을 다하여 창조와 혁신

을 이어나감으로써 이해관계자 분들의 한결같은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 대표이사 우 종 수 사장

우종수
공동 대표이사 권 세 창 사장

권세창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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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에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약품이 올해 처음으로 CSR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

습니다. 

그동안 한미약품은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CSR보고서를 통해 주주, 고객 등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력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 

발간은 한미약품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한미약품 그룹 40여년의 역사는 글로벌 신약개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약개발은 20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투자해야 결

실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긴 기다림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성공을 보장받

을 수도 없습니다. 인내와 뚝심은 그래서 꼭 필요한 신약개

발의 덕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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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mi 
Overview

한미약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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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 한미약품주식회사

법인 유형 주권상장법인

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

설립일 1973년 6월 15일(분할일 2010년 7월5일)

주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무하로 214

주요 사업

의약품 제조•판매,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고혈압치료 개량신약 '아모디핀', 

고혈압치료 복합신약 '아모잘탄', 고지혈증치료 복합신약 '로수젯', 역류성식도염치료 개량신약 '에소메졸',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등이 있습니다.

규모

고용 규모 2,271 명

매출 규모 916,586,234,608 원(연결기준), 702,635,601,281 원(개별기준)

사업 규모

자본총계: 573,740,227,329 원

총 사업장 수: 4 개

제공 제품 및 서비스 규모: 전문의약품 405종, 일반의약품 118종, 의료기기 4종, 건강기능식품 1종, 기타(화장품 등) 20종

회사의 개요

최대주주, 주요 종속회사 및 관계사 현황

한미약품 그룹관계사

한미사이언스(지주회사)

한미약품 온라인팜

북경한미약품 한미정밀화학 제이브이엠

한미 Japan

한미헬스케어(구 한미메디케어) 한미 Europe

R&D 중심 글로벌 제약기업,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기존 전통적인 의약품 합성과 제조, 판매 영역을 넘어 혁신신약 창출을 통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단순 제

네릭에서 개량•복합신약, 혁신신약으로 이어지는 한미 고유의 R&D 전략을 운영하며 매출과 투자가 선순환하는 R&D 모델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과감

하고 혁신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 주요 지역인 대한민국과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26개 신약 파

이프라인(바이오신약 16개•합성신약 10개)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단계별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신약’ 

탄생을 기다리며 대한민국이 제약강국으로 나아가는 꿈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 현황 

한미약품은 최대주주로 한미사이언스㈜를 두고 있으며, 원료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한미정밀화학과 중국 북경에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북경한미

약품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인 한미사이언스(주)의 지분율은 2017년 말 기준 약 41.4%이며, 한미약품의 주요 종속회사인 한미정밀화학

과 북경한미약품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63%와 73.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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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한미약품 

1996년 한미약품주식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북경한미약품유한공사는 

현재 의약품 연구개발에서부터 생산, 영업 등 전 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중국 현지법인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과 같이 자체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여 신약을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CSR활동을 통해 중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경한미약품이 중국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점은 ‘글로벌 제약기업’을 지향하는 한미약품

에게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사명 북경한미약품유한공사

법인 유형 유한책임공사

총경리 임해룡

설립일 1996년 3월 27일

주소
北京市 順義區 天竺空港工業區A區 天柱西路10號
(중국 북경)

주요 사업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 및 신약 개발을 주 목적사업으

로 하고 있으며,  마미아이(妈咪爱), 이탄징(易坦静) 등

의 소아약품을 위주로 생산•판매합니다.

규모

고용 규모 1,319 명

매출 규모 214,119,374 천 원

사업 규모

자본총계: 195,586,630 천 원

총 사업장 수: 1 개

제공 제품 및 서비스 규모: 

어린이 정장제 ‘마미아이’와 감기약 ‘이탄징’을 비롯해 

성인용 정장제 ‘매창안’ 등 총 20종

종속기업 개요-북경한미약품

사명 한미정밀화학㈜

법인 유형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장영길

설립일 1984년 2월 22일

주소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59, 협력로 122 (정왕동)

주요 사업

원료의약품의 제조•판매 및 신약 신규합성기술 

개발사업에 종사하며,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도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분야의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규모

고용 규모 268 명

매출 규모 87,173,093 천 원

사업 규모

자본총계: 85,929,362 천 원

총 사업장 수: 1 개

제공 제품 및 서비스 규모: 

전세계 3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고순도, 고난이도 원료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집중하고 있음.

종속기업 개요-한미정밀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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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가치 소개

‘인간존중’·‘가치창조’로 제약강국 실현과 인류건강에 기여

‘고귀한 생명을 위하여 더 좋은 약을 만들자’는 한미약품의 사시(社是)에는 ‘창조와 도전’을 통한 ‘인간존중’과 ‘가치창조’의 핵심 경영 이념을 압축해 표현

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핵심가치인 ‘창조와 도전’ 정신이 내재된 비즈니스 모델은 인류건강 증진을 위한 ‘인간존중’과 글로벌 혁신신약 창출을 통한 제

약강국 실현이라는 ‘가치창조’의 기업 철학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개량•복합신약

의 명가로 자리매김하였고, 그 영역을 넓혀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신약 라이선스 계약을 글로벌 

제약기업과 잇따라 체결함으로써 제약산업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이끄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과감한 투

자와 도전, 혁신으로 대한민국이 제약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미약품 가치체계도

<한미 사명>

‘인류 건강에 기여’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한미약품 제1의 사명입니다. 

<핵심 가치>

창조

한미약품은  

창조적으로 사업을 혁신하여  

우리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도전

한미약품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도전하여  

대한민국의 제약강국을 

선도합니다.

신약 R&D에 대한 꾸준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바이오신약•표적항암제 등 

20여개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등에서 진행 중입니다.

No.1 R&D로 글로벌 신약에 도전

의약품의 작용 기전을 바꾸는 개량신약,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하나로 만드는 복합신약 제제기술은 

세계적으로 그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개량·복합신약 명가

한미정밀화학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한미정밀화학은 2008년 세프트리악손 원료

에 대한 미국FDA승인을 받은 바 있고 미국, 유럽 등에 지속적으로 수출

하는 등 세계 정상급 원료 의약품의 생산 능력 및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

다. 35년에 걸친 다양한 경험과 고차원의 원료의약품 합성기술을 바탕

으로 사업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CMO 신사업을 통한 미래에 유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약개발 및 합

성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최적의 설비를 갖춘 신공장 건설, 경쟁력을 갖

춘 2nd Vendor(2차 공급업체) 확보에 힘써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보

다 더욱 안정화된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

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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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비즈니스 모델 연구개발 소개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의 길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한미 고유의 R&D 전략

한미약품은 단순 제네릭이나 외국산 경쟁력 있는 제품(완제품)을 도입해 판매 대행하는 ‘상품매출‘ 사업을 지양하고 ‘자체 기술을 통한 차별화된 의약품’

으로 건강한 제약기업의 사업구조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화된 자체 제품으로 확보한 수익을 철저히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R&D에 집중 투

자함으로써 탄탄한 투자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산업의 번영을 위해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의 길

을 선두에서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목표는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업계 최고 수준인 매출액 대비 약 15~20% 규모의 R&D 투자

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약 30년간 축적한 글로벌 수준의 제제기술을 바탕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라이선스 아웃, 복합•개량신약 개발을 통해 혁신 신약 개발의 투자역량

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복합•개량신약으로 창출된 역량을 혁신신약 개발에 재투자하는 '한미 고유의 R&D' 전

략을 통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함은 물론 대한민국을 제약강국으로 이끄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한미약품 매출액 및 R&D 투자 현황(연결 기준)

2010년 이후 누적 R&D 투자금액

매출액 R&D 투자액단위: 억 원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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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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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한미약품 신약개발 비즈니스 모델

한미약품 신약개발 프로세스

물질·기술 연구

목표 효능•작용 기전 등의 의약학적 개발목표

를 설정하고 부합하는 물질을 설계, 합성하거나 

효능 연구를 반복하여 개발대상 물질을 선정합

니다.

이와 함께, 기존 의약품에 적용하여 다수의 후

보 물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기술, 그리고 물

질이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제제기술 연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약학적 개발목표(목표효능 및 작용기전) 설정, 신물질 설계, 

합성 및 효능검색 연구를 반복하여 개발대상 물질을 선정

연구(Research) 단계 개발(Development) 단계

대상물질에 대한 대량제조 공정개발, 제제화 연구, 안전성평가, 

생체 내 동태규명 및 임상시험을 거쳐 신약을 개발

제품 개발

선정된 후보물질과 한미약품이 보유한 제제기

술, 기반기술 등을 바탕으로 합성 및 바이오 의

약품을 개발합니다. 

후보 물질의 허가•시판 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전임상 및 임상 과정에서 라이선스 아웃에 따른 

마일스톤 별 기술료 등이 수익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조 및 유통

글로벌 선진국의 엄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경기도 팔탄, 평택 의약품 생산기지에서 개량·복

합신약은 물론 바이오 의약품, 세파항생제 등을 

생산합니다.

제조된 의약품은 업계 최초로 전면 도입된 

RFID 적용 관리 시스템 하에 신속하고 안전하

게 환자에게까지 유통됩니다.

기초탐색·원천기술 연구 개발 후보물질 선정 전임상(비임상)시험 임상시험(Clinical Trial) 신약허가 및 시판

기초탐색·원천기술 연구

개발 후보물질 선정

•후보물질 탐색

•제제기술 연구

•기반기술 연구

 - LAPSCOVERY

 - PENTAMBODY

 - ORASCOVERY

전임상·임상

라이선스 아웃

신약 허가 및 시판

•전임상

•1상, 2상

의약품 제조

의약품  유통

•RFID 적용 생산•물류 

상용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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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인프라

연구개발 과제 및 성과

한미약품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 연구센터와 경기도 동탄의 연구센터, 팔탄공단의 제제 연구센터와 평택 바이오플랜트의 바이오공정 연구센터, 

북경한미약품과 한미정밀화학 연구소 등에 총 558명의 제약 R&D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R&D는 자체적인 R&D 시설 및 인력 활용 뿐만 아니라, 2016년 발족한 제약산업 공동 연구개발 이니셔티브인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

외 역량 있는 바이오 벤처, 연구기관, 학계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량•복합신약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제품의 형태(제형)나 구조(염) 등을 변경하여 복용 편의성 및 제품의 안전성 등을 개선한 의약품입니다. 개량신약 역시 글로벌 혁신

신약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을 보유함으로써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미약품은 축적된 개량신약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의

약품을 복합하여 약효를 개선시키거나 복용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복합제를 선도하며 글로벌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합성신약

암과 자가면역질환 치료 합성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암을 유

발하는 특정 표적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치료

효과를 높이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신약

LAPSCOVERYTM 기술을 적용하여 반감기를 혁신적으로 늘린 당뇨, 비만, 

호중구감소 및 인성장호르몬 결핍 치료제 개발에 이어, 희귀질환치료제 

등으로 적용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LAPSCOVERYTM

바이오 의약품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료용 단백질은 인체에 투

여 되었을 때 의약품의 혈중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기까지 소요되는 기

간(반감기)이 짧아 환자가 약품을 자주 투여해야 하는 불편함을 야기합

니다. LAPSCOVERYTM는 바이오 의약품의 반감기를 늘려주는 혁신적 플

랫폼 기술로, 환자의 사용상의 불편은 물론, 부작용은 줄이고 효능은 개

선합니다.

PENTAMBODYTM

PENTAMBODYTM는 북경한미약품이 자체개발한,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표적에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차세대 이중항체 플랫폼 기

술로 본 기술을 통해 면역 항암치료와 표적 항암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

습니다. 특히 PENTAMBODYTM는 체내의 자연적인 면역글로불린G(lgG)

와 구조적 특징이 유사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고 안정성이 

우수하며, 또한 생산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비만•당뇨, 항암, 면역질환, 희귀질환 분야에서 축적된 제제기술과 기반기술을 통해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설명 소재지 연구인력 주요 분야

한미약품 연구센터 경기도 동탄 144명 바이오신약 연구, 합성신약 연구

서울 연구센터 서울시 송파구 92명 임상연구, 허가등록, 라이센싱

제제 연구센터 경기도 팔탄 56명 신규제제 연구, 약물전달기반기술 연구

바이오 공정 연구센터 경기도 평택 48명 바이오공정 연구

한미정밀화학연구소 경기도 시화 47명 원료의약품의 대량생산 연구

북경한미약품 연구센터 중국 베이징 171명 바이오신약 연구, 합성신약 연구

한미약품 R&D 주요분야별 인력현황

Long Acting Protein / Peptide Discovery Platform Technology

주요 개량신약

주요 복합신약

Penta amino acid mutated bispecific antibody

치료용 의약품

당쇄화·비당쇄화 단백질,

천연형·비천연형 팹타이드

비당쇄화 Fc단편

용해도 증가

AGLYCOSYLATED FC

AGLYCOSYLATED FC

바이오 신약 반감기 획기적 증가

효과▲  부작용▼

자유도 높은 링커

면역원성 감소

활성감소의 최소화

FC단편의 FcRn 결합력 유지

Drug

·Monomeric form으로 구성되어,
수용체에 의한 제거율 감소

·FcRn 결합을 통한 recycling

·신장 여과 감소

·Flexible linker가 효과 감소 최소화

·용해도 및 생체이용률 개선

·면역원성 최소화

Immune cell Tumo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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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펜탐바디(Pentambody)TM

1. 면역세포를 암세포로 유도

2. 인간 lgG와 유사한 이중항체 구조

3. 우수한 안정성 및 생산 효율성

아모디핀

고혈압 치료제 

전문의약품

에소메졸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전문의약품

피도글

혈전 치료제 

전문의약품

한미탐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전문의약품

한미플루

항바이러스제 

전문의약품

페노시드

중성지방 치료제 

전문의약품

아모잘탄

고혈압 치료제 

전문의약품

아모잘탄 플러스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전문의약품

아모잘탄 큐

고혈압 치료제 

전문의약품

로수젯

고지혈증 치료제 

전문의약품

로벨리토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전문의약품

낙소졸

해열 진통 소염제 

전문의약품

구구탐스

비뇨생식기 치료제 

전문의약품

라본디

골다공증 치료제 

전문의약품

몬테리진

항히스타민제 

전문의약품

*연구개발비상의 인건비로 반영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만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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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파이프라인

한미약품은 LAPSCOVERYTM 등의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합성신약, 바이오신약 분야에서 국내 최대 수준의 해외 임상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신약개발 현황

기업 지배구조

한미 고유의 R&D 추진에 특화된 지배구조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의사결정구조

신약개발은 그 과정의 복잡성과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 때문에 어떤 산업 영역보다도 안정적인 수익-투자 모델이 필요합니다. 한미약품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지배구조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중 최고 수준의 R&D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탄탄한 수익모델을 

기초로 한 장기적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한미약품은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3명의 사외이사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포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두어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의 지분 현황

주주 구성현황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발행주식총수

주

10,230,909 10,435,111 11,163,452

한미사이언스 4,232,455 4,317,104 4,619,301

그 외 5,977,675 6,087,763 6,492,654

자사주 20,779 30,244 51,497 

이사회 구성 현황

분류 성명 담당업무 최대주주/주요주주와의 관계

사내 이사

우종수 경영관리부문 임원

권세창 신약개발부문 임원

임종윤 BD총괄 임원

임종훈 경영기획 계열회사 임원

이관순 고문 계열회사 임원

사외 이사

이동호 사외이사 -

김성훈 사외이사 -

서동철 사외이사 - 

2017년에는 총 13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대표이사의 선임, 신규 시설 

증설 등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약품 이사회는 이사의 

담당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경

우, 혹은 윤리위반 리스크가 수반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집행을 중지하거나 방식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사외

이사의 이사회 평균참석률은 87.7%입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한미약품의 이사회는 회사의 중대한 경영관련 현안 결의 및 이사 직

무 집행을 목적으로 총 8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 선임 

후보자는 한미약품과 3년간 거래내역이 없고, 한미약품의 발전에 기

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후보자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으며, 정

기주총에서 승인을 거쳐 선임됩니다. 현재 대표이사인 우종수 대표이

사 사장과 권세창 대표이사 사장이 경영관리 및 신약개발부문을 총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주요 의결 사항

한미약품의 이사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1회씩 주최되는 정기 

이사회와 필요 시 상시 운영되는 상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사회 운영 현황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01 2017.01.02 준비금 자본전입에 관한 건

02 2017.01.19 평택공단 바이오플랜트 제2공장 생산설비 투자에 관한 건

03 2017.02.07 2016년 결산보고

04 2017.02.21
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의 거래에 관한 규정 제정

05 2017.03.02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06 2017.03.08 신규차입에 관한 건

07 2017.03.10 대표이사 사임 및 선임에 관한 건

08 2017.04.27 2017년 1분기 결산 보고

09 2017.06.20 평택공단 바이오플랜트 제2공장 투자내용 변경에 관한 건

10 2017.06.20 신규차입에 관한 건

11 2017.07.27 2017년 2분기 결산 보고

12 2017.10.31 2017년 3분기 결산 보고 

13 2017.12.14 준비금 자본전입에 관한 건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당뇨/비만    ■희귀질환    ■암    ■자기면역질환    ■기타    ■북경한미

Src/Tubulin
(KX2-391)

FLT3 항암제

(HM43239)

LAPSInsulin Combo
(HM14220)

LAPSExd4 Analog
(에페글레나타이드)

LAPSTriple Agonist
(HM15211)

LAPSGLP/GCG
(HM12525A)

PD-1/TAA2 
면역·표적 이중항제

PD-1/TAA3 
면역·표적 이중항제

PD-1/TAA1 
면역·표적 이중항제

RAF 항암제

(HM95573)

LAPShGH
(에페소마트로핀)

오락솔(Oraxol)TM

(파클리탁셀 + HM30181A)

LAPSASB
(HM15450)

LAPSInsulin/
LAPSInsulin Analog
(HM12460A/HM12470)

BTK 면역치료제

(HM71224)

LAPSGCSF Analog
(에플라페그라스팀)

LAPSGlucagon Analog
(HM15136)

오라테칸(Oratecan)TM

(이리노테칸 + HM30181A)
루미네이트(Luminate)®
(ALG-1001)

LAPSGLP-2 Analog
(HM15910)

LSD1 항암제

(HM21001)

GBM 유전자 세포치료제

(HM21001)

FGFR4 항암제

(HM8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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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활동

한미약품의 감사위원회는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

는 당사 정관 44조에 의거해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

다. 감사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기 감사위원회

와 필요 시 감사위원장에 의해 소집될 수 있는 수시 감사위원회를 운영

하고 있으며, 한미약품의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 운영 실태와 관련된 

안건은 물론, 기타 한미약품의 경영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경영상의 리스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CSR위원회 활동

한미약품은 지속가능경영 및 투명하고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2017년 9월부터 CSR위원회를 신설해 위원장(대표이사)을 중심으로 총 

7명의 위원(사내 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기 CSR위원회와 필요 시 CSR위원장에 의해 소집될 수 있는 

수시 CSR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미약품의 CSR과제 선정 및 운영 

실태와 관련된 안건은 물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 및 보상

한미약품은 당사와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이 없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이사의 선임과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검토 및 의사 결정

이사회를 통한 경영상의 주요 사항에 관한 의결 외에도, 한미약품은 분

기별 ‘CIQ(Creative Individual Quarter)’라는 업무성과 회의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1993년 5월 신설된 CIQ는 창조와 도전이라는 한미약품의 

DNA를 반영한 제도로서 각 부서가 일상적인 업무 외에 창조적인 추진 

과업을 제시, 실행하여 그 목표 대비 성과를 분기별로 경영진에게 검토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 CIQ에서는 각 사업을 수행하는 팀의 목표, 수행 계획(Action 

Plan), 책임자, 각 목표의 달성 정도 등이 보고되며, 해당 분기의 성과에 

따른 경영진의 검토 의견에 따라 그 다음 분기의 목표가 설정됩니다.

감사위원회 및 CSR위원회 구조도

주요 종속회사의 지배구조

북경한미약품

주주 구성 현황

북경한미약품은 2017년 12월 31일 현재 한미약품이 전체 지분의 약 

74%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 내 화룬자죽약업유한공사가 나머지 지분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 경제•환경•사회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북경한미약품은 전사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3개 부문의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TFT’를 구성했

습니다. 지속가능경영 TFT에서는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이슈 모니터링, 

내부 진단, 개선방안 수립 및 실행결과 보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 이슈는 총경리

에게 보고하여 전사에 공유하는 동시에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북경한미약품의 CSR전략

북경한미약품의 경영이념은 모회사인 한미약품과 같은 ‘인간존중, 가치

창조’입니다. 이는 고귀한 생명을 위해 더 좋은 약을 만들어 인류의 건강

에 기여하는 소명을 의미하며, 북경한미약품은 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

으로 제약기업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

니다. 특히 북경한미약품은 아래 여섯 가지의 CSR전략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북경한미약품 동사회

북경한미약품의 동사회는 현재 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경영인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

사결정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영진의 업무성과에 대해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북경한미약품 동사회 현황

구분 내용

구성 동사장:1명 동사:4명 구성

동사의 다양성 남 4인, 여 1인

동사의 임기 4년

이해관계 상충의 방지
•동사회 각 구성원은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동사회에 공지하고 필요 시 이와 관련된 심의에 회부되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이해관계 상충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잠재적 단계라 할지라도 포함됩니다.

주요 지속가능성 

주제에 관한 의사결정

•북경한미약품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재무 위기관리위원회”와 “환경안전 위기관리위원회”로 

구분됩니다.

•재무 위기관리위원회에서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과 같은 재무적 리스크와 전략, 운영, 규제 등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환경안전 위기관리위원회에서는 중국정부가 정한 공기오염 발생 방지 규정과 제도에 맞도록 폐수처리위험, 공장관리위험, 소방위험, 안전사고위험, 

전기합선위험, 위험물위험, 특수(마약•호르몬제•염산에페드린 등)위험 등 전반적인 환경•안전 리스크에 대응하는 문서화된 정책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 위원회에서 제시 혹은 승인한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각 현업부서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활동이 이뤄지며, 각 부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 하에 리스크를 식별하여 

평가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사회의 

성과평가와 보상

•보수결정은 인력개발위원회를 통하여 회사 전반의 인원계획, 직무, 승급, 평가에 관해 심사 및 의결하며, 구성원으로는 총경리, 인력자원팀 책임자, 

심사감사팀 책임자, 각부서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회 결의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의가 있을 경우 즉각 수렴,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경한미약품 주주 구성 현황

73.7 26.3
한미약품주식회사 화룬자죽약업유한공사

단위: %

CIQ를 통한 주요 사항의 검토

보고 내용

CIQ
Creative

 Individual 
Quarter

경영진

차기 

목표 수립

보고에 따른 

의견 제시 

및 반영

주기: 매 분기

•팀의 목표

•수행 계획(Action Plan)

•책임자

•목표 별 달성 정도

•해당 분기 집행 예산

감사위원회 운영현황

일시 안건

2017.02.07

2016년도 재무제표에 관한 건

2016년 4분기 감사활동 내역 및 2017년 1분기 감사활동 계획에 관한 건

2016년 내부회계관리 운영 실태 평가

2017.04.27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017년 1분기 재무제표에 관한 건

2017년 1분기 감사활동 내역 및 2017년 2분기 감사활동 계획에 관한 건

2017.07.27

2017년 2분기 재무제표에 관한 건

2017년 2분기 CP 및 감사활동 내역, 2017년 3분기 CP 및 감사활동 

계획에 관한 건

2017.10.31

2017년 3분기 재무제표에 관한 건

2017년 3분기 CP 및 감사활동 내역, 2017년 4분기 CP 및 감사활동 

계획에 관한 건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반부패 방침 수립 및 경영 검토에 관한 건 

CSR위원회 운영현황

일시 안건

2017.09.28
CSR 위원회 규정 제정 및 방침에 관한 건

CSR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017.10.20
기부금 집행가이드에 관한 건

한미약품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 및 레포트 제작의 건

2017.11.22

2017년 4분기 사회공헌 활동 경과 보고

CSR위원회 간사 사임 및 선임의 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 정보 경영 검토에 관한 건

2017.12.21

2017년 사회공헌활동 성과 보고

2017년 기부금 집행 결과 및 2018년 계획에 관한 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및 정보 관리에 관한 건

이사회

대표이사

CSR팀

감사위원회

CSR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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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한미약품 6대 CSR 전략

1

2

3

4

5

6

북경한미약품은 어린이 

의약품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중국의 취약 아동 돕기 분야에 

특별히 노력한다.

인류애를 실천하는 기업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신입사원 입사 시 반드시 교육과정

으로 1일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CSR 내용은 자사 홈페이지

(www.bjhanmi.com.cn)와 

마미아이(www.bjmamiai.com)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상시 공지하고, 매년 참여했던 

사진을 모아, 홍보함으로써 

전 직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한다.

총경리가 CSR 최고책임자가 되고, 

부총경리가 실무간사를 맡으며, 

전담직원 1명을 임명하고 

연 2회에 걸쳐 CSR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 평가를 거쳐 

예산을 배정하여 진행한다. 

지속적인 CSR활동을 위해 여러수

단으로 자원봉사단을 지원하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직원에게는 연간 2회 시상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극대화 한다.

북경한미약품의 CSR위원회와 자원봉사단의 구성

북경한미약품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투명하고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2011년부터 CSR위원회를 설립해 위원장(총경리)을 중심으로 총 9

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따라 반기별로 개최되는 정

기 CSR위원회와 필요 시 CSR위원장에 의해 소집될 수 있는 수시 CSR위

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기별 성과분석, 활동계획, 예산심의 등 CSR 과

제 운영 실태와 관련된 안건은 물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논

의하고 있습니다.

CSR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총경리), 자원봉사단장, 노조위원장, 간사, 

기획팀, 활동 조직팀, 행정지원팀, 홍보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자의 역

할과 임무에 따라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은 171명

(2018.1월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미정밀화학

한미정밀화학은 한미약품과 ‘인간존중, 가치창조’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통해 양질의 약품을 생산하며,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소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신뢰경영’이란 경영슬로건을 바탕으로 준법경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

습니다. 이 일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처의 관련 정보를 관련 부서에 공개하여 불공정 거래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정 특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 경제·환경·사회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한미정밀화학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재무적 리스크와 함께 지역사

회 및 공급망을 포괄하는 비재무적 리스크도 균형 있게 모니터링하

고 있습니다. 한미정밀화학의 비재무 리스크 관리는 실무자가 중심이 

되어 리스크 식별•원인 분석•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Level 1), 

20개팀 실무책임자로 구성 된 ‘지속경영가능 CFT(Cross-Functional 

Team)’에서 리스크 가이드라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Level 2), 최

고위 거버넌스 조직에서 총체적인 리스크의 관리 방향 및 정책을 승인

하는(Level 3) 3단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 CFT는 ‘가치 있는 기업’, ‘지속가능성장’, ‘한미 고

유의 기업문화’ 라는 회사의 비전을 바탕으로 이슈화된 내용을 모니

터링•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을 제공하며, 이 내용들을 전사적으로 공유하여 더욱 발전된 방안

으로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품질보장위원회, 산업

안전보건환경위원회 등 지속가능경영의 분야를 보다 세분화하고 이

를 운영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지속가능경영 체계 운영을 통

한 회사의 비전 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 현황

한미정밀화학은 한미약품이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요 종속회사입니다. 2017년 말 기준 한미약품의 지분율은 63% 입

니다. 

한미정밀화학 이사회

한미정밀화학의 이사회는 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

을 갖춘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되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을 처리

하고 있으며, 발생가능한 여러가지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영진의 

업무성과에 대해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미정밀화학 주주 구성 현황

63 37
한미약품주식회사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단위: %

한미정밀화학 이사회 현황

구분 내용

구성 상임이사 1인, 비상임이사 2인, 감사 1인

이사의 임기 3년

이해관계 상충의 방지
•한미정밀화학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아니지만 모기업인 한미약품의 규정과 동일한 조건에서의 이사회 윤리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이사회에 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심의에 회부되도록 합니다.

경영상의 리스크 관리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극복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공정한 내부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투명한 경영을 통해 회사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진부터 현장 조직까지 모든 임직원 구성원들이 유동적이고 효과적인 위기 대응 관리 거버넌스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리스크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아, 주요 리스크 선정 및 예방은 물론 위기 상황에 대한 전파 및 대응 조치 역시 신속히 수행되도록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축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각 주요 리스크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향상시키려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성과평가와 보상

•한미정밀화학의 이사회의 활동성과에 대해 매년 일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대한 보상은 한미약품과 동일한 단기 성과급 운영기준을 통해 산정되며, CEO의 조정을 통해 최종 금액을 산정한 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경한미약품 자원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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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요 지속가능성 주제 선정 결과

2017년 한미약품의 CSR보고서에는 한미약품의 중요 지속가능성 주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도와 한미약품과 

주고받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일곱 가지의 보고 주제를 2017년의 중요 지속가능성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선정된 주제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요 주제 GRI 영향력의 범위 수록 현황

경제 성과 창출과 분배 201 사업 운영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근로자, 투자자, 정부, 지역사회 등에 분배됩니다. 이슈1: 공정한 경쟁을 통한 

양질의 수익창출반 경쟁 행위 방지 206 정부로부터 공정경쟁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으며,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윤리 실천을 독려합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413
지역사회에 소속된 책임감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 주민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슈 2: 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공공 정책에 대한 기여 415 제약산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산업계 공동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고객의 안전 및 보건 416 우리의 제품이 안전하게 사용되어 환자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함께 노력합니다.

이슈 3: 고객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

마케팅 및 라벨링 417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적법한 선에서 의료계와 환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고객 개인정보 보호 418
고객의 불편이나 건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고객 정보만을 획득하여 관련 기관의 규제에 

부합하게 처리합니다.

이해관계자그룹 주요 관심사 소통 방법

정부 및 기관•단체
규제•정책 등을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기업이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며 정당하게 영업하도록 

통제합니다.

각종 기관 정책간담회, 

제약바이오협회 정책제안 등

주주 및 투자자 사업 활동에 따른 성과 창출과 그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기업에게 재무 자본을 제공합니다.
IR 미팅/프레젠테이션, 

컨퍼런스, 투자설명회

제품 유통자 (병원•약국 등)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이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한 제품을 

공급받기를 기대합니다.
영업활동, VOC수집

제품 사용자 (환자 등)
한미약품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대상으로, 기업에 의한 혁신적인 의약품 및 의료기술의 

개발을 기대합니다.

마케팅/영업 활동

VOC 수집활동

동종업계 및 관련 협회
한미약품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제약산업 전반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공동으로 기여하고 역량을 

집중하기를 기대합니다.

OPEN INNOVATION,

각종 기관 정책간담회, 

제약바이오협회 정책제안 등

언론 기관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하여 기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대외에 알리고 기업과 소통하기를 기대합니다. 언론보도

지역사회•NGO
한미약품과 같은 지리적 입지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주체들로서, 기업이 그들의 생활 인프라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언론보도, VOC수집, 

자원봉사활동 등

협력사 및 사업 파트너
한미약품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주체로서, 우리와의 안정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HMeps, 한미e사랑방

임직원 등 내부 이해관계자
한미약품의 사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들로서, 우리에게 책임있는 고용주로서의 공정한 사업 운영과 보상, 

업무를 통한 성장 등을 기대합니다.
사내 인트라넷(CES)

중요 주제 목록 및 주제별 영향력의 범위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 별 관심사

이해관계자 참여

한미약품은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활동, 글로벌 제약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및 통합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우리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9개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취합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를 종합하여 각 그룹 별 주요 관심사를 정리하였습니다. 

Material 
Sustainability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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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가치체계도

중요 주제 선정 프로세스

GRI Standard에서 제공하는 33개의 지속가능성 주제 중 2017 한미약품 CSR보고서에서 중요하게 다룰 주제를 선별하기 위하여, 33개 주제 각각이 한미

약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과, 한미약품이 각 주제와 관련하여 발생시키거나 받는 영향력을 판별하였습니다.

한미약품이 미치거나 받는 영향력 (Magnitude) ▶

한미약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Likelihood 평가)

주요 이해관계자로 정의된 9개의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각 이해관계자가 한미약품에게 제기한 의견, 문의, 건의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33개 지속가능성 주제별 의견 제

기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이슈 제기의 빈도가 높은 주제일수록 중요한 주제일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한미약품이 각 주제와 관련하여 발생시키거나 받는 영향력(Magnitude 평가)

9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의 한미약품에 대한 영향력과 우리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정성적으로 판별하고, 우리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영향력을 보유한 이

해관계자들이 더 많이 관련된 주제일수록 중요한 주제일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중요성 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조정

글로벌 제약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사례, 언론 보도자료,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의 제약산업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한국

기업지배구조원(Corporate Governance Service, CGS)의 ESG 평가 기준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중요성 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해

관
계

자
의

 의
사

결
정

에
 대

한
 영

향
력

 (
Li

ke
lih

oo
d)

 ▶

Environmental Compliance

Anti-corruption

Forced or Compulsory Labor

Child Lab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Socioeconomic Compliance

Non-discrimination

Market Presence

Supplier Social Assessment

Training and Education

Indirect Economic Impacts

Materials

Procurement Practices
Supplier Environmental Assessment

Human Rights Assessment

Labor/Management Relations 

Biodiversity

Employment

Emissions

Effluents and Waste

Energy

Water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Security Practices Rights 

of Indigenous People

Anti-competitive Behavior

Economic Performance
Public Policy

Customer Health and Safety

Local Communities

Customer Privacy

Marketing and Labeling

주제 중요도 별 정보공개 수준

      중요 주제

 ·전체 Managerial Approach 공개

  (중요성, 관리 전략, 관련 활동, 

  최근성과, 향후 계획)

      일반 주제

 ·관리 현황 공개

    (관리 전략, 관련 활동, 최근 성과)

      기타 주제

 ·관련 성과 일부 공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양질의 수익 창출

관련 GRI Standard

본 보고내용은 GRI Standard의 201번 ‘경제성과’와 206번 ‘반 경쟁 행위’ 표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번 ‘경제 성과’란? 기업이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시키고, 또 창출된 가치를 어떻게 분배하는가와 관련된 표준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내용에서는 한미약품이 수익창출과 자원 분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과 

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활동 등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206번 ‘반 경쟁 행위’란? 기업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 혹은 임직원 개인적 차원에서 저지를 수 있는 부당한 영업 행위를 어떻게 방지하고 발견 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관한 표준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내용에는 윤리경영을 통한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우리의 신뢰 구축 활동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중요성과 접근 방향

한미약품은 고귀한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써 건강한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 혹은 양적인 성장에 집

중하기 보다는 R&D를 기반으로 우리의 내실과 역량을 다지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한미약품의 모든 임직원들은 

정당하고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성과를 창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수익 창출과 분배 

한미약품의 수익창출과 분배는 ‘한미 고유의 R&D전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미 고유의 R&D’란, 지난 30년 동안의 꾸준한 연구 개발

을 통해 축적한 글로벌 수준의 제제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량•복합신약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역량을 한미약품의 목표

인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에 재투자하는 전략적 선순환 구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미약품은 복합•개량신약 매출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혁신

신약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합·개량신약을 통한 경쟁력 확보

한미약품은 꾸준히 개발해 온 제제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의 오

리지널 약품의 구조나 제제 등을 변형한 ‘개량신약’이라는 분야를 국내 

최초로 개척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작용 기전이 다른 여러 약품을 복합하여 약효를 

개선시키거나 복용 편의성을 증진시킨 복합신약 분야를 선도하며 글로

벌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량·복합신약을 통해 발생된 수익

은 글로벌 신약 개발에 재투자됨으로써, 우리의 비전 달성을 위한 선순

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형 R&D’ 중심 수익 창출•분배

투자

R&D·시설 투자

개발

복합·개량신약

플랫폼기술

글로벌 신약

매출액

제약강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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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반 수익 창출

제약 산업은 High Risk-High Return 산업으로,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자

원, 기술, 역량과 시간에도 불구하고 후보물질 선정부터 허가•시판까지

의 불확실성과 복잡도가 높아 단일 기업이 해당 과정을 모두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단일 회사가 신약 개발의 전 과정을 수행

할 경우, 과정 후반으로 갈수록 상당한 자본과 방대한 경험이 필요해 리

스크가 커집니다. 따라서 국내 제약회사는 초기 단계의 신약 후보물질을 

자사보다 규모가 크거나 경험이 풍부한 회사에 라이선스 아웃 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이에 신약개발을 위해 임상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해 신약개발의 리스크

를 상쇄하고, 약품 허가 및 생산, 시판에 소요되는 전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도입되었습니다. 신약 라이선스 계약

은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 물질, 제품, 특허 등을 도입하거나 이전하여 임

상 단계 별 역할을 분담해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동업 형태로 

타사와 공유하고, 이를 분담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신약개발의 리스크

를 줄이면서도 빠르게 상업화할 수 있도록 신약 후보물질의 권리(기술•

물질•제품•특허) 등을 도입 또는 이전하는 계약으로, 한미약품은 국내

외 유수의 제약기업들과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수

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일스톤 방식은 신약 라이선스 계약 중 세 단계로 나뉘어 대금을 지급합

니다. 계약 체결 후 받는 계약금, 개발 단계별 성취도에 따라 받는 단계별 

기술료 및 마일스톤과 출시 후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구성됩니

다. 

생산 인프라에 대한 투자

한미약품 기술과 신약 물질의 연구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

하는 의약품 제조 인프라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약품의 핵심사업인 개량•복합신약 생산을 담당하는 팔탄공

단은 제제연구소와 고형제 생산동, 그리고 연간 100억 정에 달하는 

생산 역량을 갖춘 글로벌 스마트 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품

질관리 면에서도 독일, 브라질, 페루, 중동연합(GCC) 등 다양한 국가

에서 실시한 공장실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는 등, '연구에서 생

산, 품질 관리까지 한곳에서 이뤄지는' 생산 구조를 보유한 생산기지

입니다. 또한 바이오 의약품을 제조하는 바이오플랜트, 세팔로스포린계

열 항생제 생산기지인 세파플랜트 등으로 구성된 평택 공단 역시 글로벌 

신약개발을 비롯한 한미약품의 미래 글로벌 성장 전략의 전초기지 역할

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약 라이센스 계약

마일스톤 방식

라이선스 인(In-Licensing)

타사가 보유한 경쟁력 있는 기술·물질·제품·특허 등의 

권리를 자사로 들여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선스 아웃(Out-Licensing)

자사가 보유한 기술·물질·제품·특허·노하우 등의 
권리를 타사에 허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 체결 직후 또는 일정 

기간 내 받게 되는 금액

개발 단계별로 성공 시 

받게 되는 금액

개발 종료 시점까지 수년에 

걸쳐 나누어 받게 되며, 

도중에 여건이 나빠지거나 

임상에 실패하여 더 이상 

개발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기술 이전으로 

생산된 제품의 매출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

로열티의 정도는 당사자 

협의에 의하는 문제로 

일률적 기준은 없다.

단계별 기술료확정된 계약금 로열티

신약 개발 계약

전임상

임상

허가 
신청

허가 
완료

신약 

출시

Upfront Payment Milestone Royalty

제품명 연도 소개

로수젯정 2015

강력한 Dual-Action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복합제

•3상 결과 국제학술지(Cardiovascular Therapeutics) 등재(2016)

•MSD와 23개국 수출계약(2017)

에소메졸 

캡슐
2013

세계 최초 Esomeprazole 신규염 개량신약

•국내 개량신약 최초 FDA 승인(2013)

낙소졸정 2013

위장장애, CV Risk를 해결한 진통소염제

•NSAIDs+PPI 복합신약

•출시 첫해 블록버스터 진입

제품명 연도 소개

아모잘탄정 2009

세계 최초 Amlodipine camsylate + Losartan K 복합체

•MSD와 ‘코자XQ’ 브랜드로 총 39개국 진출

•제제기술 국내외 특허 45개국 출원 및 15개국 특허 등록

•국내 고혈압치료제 최초 임상 4상

•SCI급 국제 학술지에 연속 등재

(BMC, AJCD, Clinical Therapeutics, 2012)

피도글정 2008

세계 최초 Clopidogrel 신규염 개량신약

•저렴한 약가

•4상 결과 국제 학술지(Clinical Therapeutics 등재, 2013)

•이탈리아 등 유럽 8개국 시판허가(2011)

아모디핀정 2004

세계 최초 Amlodipine 신규염 개량신약

•동등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고혈압 치료제

•신기술 인정서(KT 마크) 획득

(과학기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5)

•IR52 장영실상 수상(2005)

•특허청 충무공상 수상(2003)

한미약품 주요 개량·복합신약 성과 현황

경제적 가치 창출•분배 검토 및 향후 계획

한미약품은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경영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경영관리를 통해 R&D, 라이선스 계약, 시설투자 각 분야

에서 필요한 인적•재무적 자원을 적시에 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의 사업별로 사업계획의 제출단계에서 승인 및 예산 집행까

지 유기적인 경영관리 내부절차가 뒤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CIQ(Creative Individual Quarter) 분기평가를 통해 분기별 성과와 차분기 계획을 면밀

히 검토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과 창출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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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 투자

한미약품 팔탄 공단 
Global Smart Plant

한미약품 평택 공단 
바이오 2공장

총 100억 정 생산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경구용제 수탁공장

한미약품의 팔탄공단 Global Smart Plant는 R&D에서부터 생산, 유통까지 원스텝으로 이뤄지는 제약분야의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글로벌 전초기지입니

다. 국내 최대 수준의 R&D에 걸맞게 국내 최초로 연속과립설비 및 Polycap 충전, 레이저 인쇄 등 첨단 생산장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작업공정은 기계 

자체의 일관된 생산시스템에 따라 자동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감소하고 안전위험요소가 제거되어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인증 인증기관 및 국가

Certificate of GMP Compliance of a 
Manufacturer (PIC/S)

Korea / MFDS

EU GMP Certificate (Renewed) Germany / BGV

Accreditation certificate of foreign drug 
manufacturer

Japan /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anufacturing site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GMP/GLP Certificate Peru / DIGEMID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anufacturing site Syria

Certificat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 Kenya / Pharmacy and Poisons Board

ISO14001 ICR(기관)/KAB(인증기구)

OHSAS 18001 ICR(기관)/KAB(인증기구)

팔탄공단 인증 현황

물류자동화 | 효율적 동선과 물류 동선의 자동화(AGF, RGV, 

Conveyor)

생산자동화 | 반제품공급층 설계, AGF를 이용한 IBC 자동 Docking, 

공정완료 후 Dirty IBC는 세척실로 자동으로 이송되어 

세척/건조공정 실시

최신설비 도입 | 첨단 안전관리시스템이 적용된 최신 설비설비 Split 

Valve(교차오염예방 및 작업원 보호), 무인운전 AGF(지도 인식기능 탑

재)등의 도입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생산성 향상

공정자동화 | 일부 공정 야간 무인운전 생산 가능

네트워크 연결 | ERP, MES, MCS, PWMS, WMS, GLMS, BMS, 

EDMS, LIMS, QMS 등의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의 유무선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생산공정의 통합운영 및 최적의 품질관리 실시

인증 인증기관 및 국가

ISO9001 한국 SGS(기관)/UKAS(기구)

ISO14001 한국품질재단(기관)/KAB(인증기구)

ISO13485 SGS United Kingdom Limited

OHSAS 18001 한국품질재단(기관)/KAB(인증기구)

EC Directive 93/42/EEC SGS United Kingdom Limited

완제(무균) 및 원료의약품 GMP 적합판정 식약처

Registration certification of manufacturing site Syria

인증 인증기관 및 국가

BGMP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청

유럽약전 적합인증서(CEP)획득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EDQM)

주사제 제조시설 GMP 적합 인증 영국보건성(MCA)

GMP실사 및 CGMP 적합 미국 보건성(US FDA)

General Plant(생산 C동) EU GMP 인증 획득 독일보건성(BSG)

GMP 실사 및 GMP 인증서 획득 호주보건성(TGA)

GMP 실사 및 적합 인증 획득 일본 보건성(PMDA)

CGMP 적합 재인증 미국 보건성(US FDA)

GMP 실사 및 적합 인증 획득 멕시코 식약청 (COFEPRIS)

평택공단 인증 현황

※ 한미정밀화학 인증 현황

습식집진기 설치 |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비 및 대기환경보전법 준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습식집진기 설치

소화약제 청정소화기 | 급성독성 및 오존층파괴지수가 없는 소화약제 

청정소화기 88대 설치(업의 특성 상 소화기 사용이 잦은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청정소화기에서 변경 설치)

대기총량관리 사업장 허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

른 대기총량관리 사업장 허가(2공장 유틸리티 설비 대응으로 인해, 신

규 설치된 보일러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신고하고 할당을 받는 제도)

폐수처리장 신설 | 적법한 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장 신설, 폐수처리장 

화학물질관리법 장외영향평가/설치검사/영업허가 득, 폐수처리장 PSM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서류심사/설치과정 심사/시운전 확인 심사완료

함동점검 실시 | 건설 당시 매주 합동안전점검 실시, 

재해예방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

장외영향평가서 승인 |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승인

2017 CSR Report Hanmi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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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최고수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CP)은 기업이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약품은 ①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수립 ② 최고경영진의 

지원 ③ 자율준수편람 ④ 교육훈련프로그램 ⑤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⑥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⑦ CP교육 훈련의 효과성 평가등 7가지 항목

에 대하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CP 구성의 핵심 7요소

상과 벌의 

엄격한 적용

예방체계 

수립/반복운영

CP준수 
의지천명

윤리경영 

공정거래 

일상화

CP준수 의지 천명

①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선언(Commitment)

예방체계수립·반복운영

② 자율준수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③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배포

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⑤ 모니터링제도의 구축

⑥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상과 벌의 엄격한 적용

⑦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ISO 37001 기본 개념도

계획 수립

(Plan)

유지 및 개선

(Act)
실행 및 운영

(Do)

모니터링 
및 검토

(Check)

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부패방지 

요구사항

부패방지 

성과

계획수립(Plan): 부패방지 정책·목표·프로세스 및 절차 수립

관련조항: (4항)조직상황, (5항)리더십, (6항)기획, (7항)지원

실행 및 운영(Do): 부패방지 정책·목표·프로세스 및 절차 운영 

관련조항: (8항)운용

모니터링 및 검토(Check): 부패방지 정책 및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관련조항: (9항)성과 평가

유지 및 개선(Act): 시정조치를 통한 부적합 사항 식별 및 개선 

관련조항: (10항)개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 운영

한미약품은 제약업계의 공정경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07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여하는 CP등급 평가를 2013년도부터 시작, 2015년과 2017년 2회 연속으로 ‘AA’등급을 획득하여 제약업계 최고 수준의 등급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업계 최초로 인증받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은 한미약품 윤리경영, 준법경영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미약품은 2017년 경영목표를 ‘신뢰경영’으로 정하고 기업의 CP운영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업 

문화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앞으로도 한미약품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

력하겠습니다.

제약업계 최초의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도입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조직의 전체 경영시스템에서 업무수

행과 관련한 뇌물수수리스크가 통합적으로 통제될수 있도록 요구사항

을 명시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국제표준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약품은 ① 

부패방지 관련 교육 진행 ② 부패방지 리스크 파악 및 개선 ③ 부패방지 

방침 수립 ④ 부패방지목표 설정 ⑥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등을 시행하

였으며 매년 정기적인 점검 및 보완 계획입니다.

한미약품은 Compliance Program(CP)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신년사, 자율준수의 날(4월 1일) 메세지를 

통해 대표이사가 직접 윤리경영, CP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

며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서약’, 윤리경영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법 위반 위험이 높은 부서(신입사원 국내사업부 

등)  중심의 정기적인 CP교육을 강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컴플라이언스 조직

CEO 대표이사

자율준수관리자

CP관리위원회

컴플라이언스팀

컴플라이언스 운영조직 및 활동

한미약품은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위하여 대표이사 직속의 자율준수관

리자를 선임하고 전담부서인 컴플라이언스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CP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부서별 위법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7년 CP우수자 시상 실적

구분 1Q   2Q 3Q 4Q 총계

우수팀/지역 2 2 3 2 8

(최)우수자 6 6 6 6 24

이와 같이 한미약품은 사전 위법리스크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사후 위

법 행위 검증 등을 통하여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약품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

이 되기 위하여 준법경영, 윤리경영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

히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 부서를 중심으로 CP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

를 통해 위법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사전업무협의, CP모니

터링, 청탁금지법 대상 사전 등록, CP Help Desk 운영 등 다양한 방법

을 통해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제보시스템(인트라넷 내 ‘클린경영신문고’, 홈페이지 ‘제보하

기’) 운영, 현장점검, 정기(비정기) 감사 등을 통하여 철저한 사후 검증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CP운영 위반자는 인사위원회

를 통해 제재 조치를 하고 있으며, CP준수 우수자 및 우수팀에 대해서

는 정기적으로 시상을 함으로써 임직원에게 CP운영에 대한 동기부여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CP등급 평가증_공정거래위원회 ISO37001 인증서_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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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중요성과 접근 방향

올바른 제약 정책 수립에 기여

한미약품의 지속가능성은 단지 매출과 영업이익 신장으로만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한미약품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약산업과 관계된 이해관계자들

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제약산업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을 제공하는 토대인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삶을 보다 건강하게 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GRI Standard

본 보고내용은 GRI Standard의 413번 ‘지역 사회’와 415번 ‘공공정책’ 표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13번 ‘지역 사회’란?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표준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내용에는 한미약품이 사업을 운영하는 인근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이해관계자를 대

상으로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415번 ‘공공 정책’이란? 사업과 관계된 정부 혹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규제나 정책이 형성되는 데, 기업이 합법적인 선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기여하는가에 대한 표준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내용에는 제

약산업과 관련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정책이나 규제 형성에 대한 한미약품의 대응 역량에 대한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국내 보건, 의료, 제약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전을 위해 산업계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한미약품의 정책적 기여는 기업의 긍정적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오픈이노베이션, 

R&D 투자, 제약사 윤리경영 등에 관한 새로운 정책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한미약품은 이러한 정책에 따른 경영활동의 변화가 임직원은 물론 투자자, 고

객,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한미약품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2011.08)

국내 의약품 판매를 위해서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

용을 받는 급여의약품은 약가를 정부가 결정하며, 보험 등재 후에도 

2006년 도입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약가 연동제(2009년 도

입),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2010년 도입) 등의 약가 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윤리경영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한미약품은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위해 자율준수관리자, 컴플라이언

스팀, CP관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CP운영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관련 법률 및 정

책 변화에 따른 신속한 내부 제도 마련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

도록 노력할 것이며 부패리스크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서별 부패리

스크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또한 CP운영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임직원에게 공개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윤리

경영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윤리경영 특별

교육, On-line 교육 추가 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지속

적이고 향상된 컴플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준법

경영의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한미약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

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2011년 8월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발표하고 건강보험재정 개선을 

위해 약가인하를 실시, 평균 약가의 17%를 인하했습니다. 한미약품은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제도 실시에 따른 영향에 효

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해외 약가제도 조

사팀에 참여하여 정책제언 등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수상내역 

한미약품은 지속적인 CP운영 및 CP문화 확산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정부부처의 권위있는 시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

년까지 최근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여하는 대통령,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연이어 수상하였으며 2018년에는 제약산업 CP문화정착의 공로

를 이어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연도 수상

2014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2015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2016년 대통령 표창(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2018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현황

한미약품 CP운영 역량 강화 

한미약품은 CP운영의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부, 제약협회, 언

론, 로펌 등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CP운영 프로그램 및 세미나, 포럼 등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CP관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15년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CCCP) 자격증을 취득(2017년 갱신, 

7명)하여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약품은 다양한 교

육참여 및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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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규제 강화

제약산업은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주력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

습니다. 이에, 보다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리베이트 등 부정적 영

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한미

약품은 규제 강화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한미약품의 가치와 목표를 충

분히 창출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 비즈니스 모델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

는 부정적 업무 관행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통해 양질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웹페이지  http://www.hanmi.co.kr/hanmi/handler/Company-CompanyEthic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유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육성지원은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에 근거하며, 2016년 말 제약사 37개사 및 바이오벤처 8개사, 외국

계 제약 2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혁신형 제약기

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들은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및 해외 진

출 역량을 인정받아 국가 기술개발 사업 우선 참여, 약가 우대, 세제지원 

등 각종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미약품은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으로 선정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약 관련 정책 대응 성과 및 계획

한미약품은 당사의 발전뿐 아니라, 동종업계 및 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

모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제약산업 관련 

협회의 주요 회원사입니다. 한미약품은 정부의 제약 관련 정책 수립에 대

해 동종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정

책 사안에 관해 한미약품만의 독자적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대신 업계 

전반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정 정책에 대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내에 소위원회가 마련되는 경우, 한미약품 담당

직원이 해당 소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약품은 국내 선도 제약기업으로서 정부의 제약산업 관련 

정책이 보다 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의 대응 노력을 지

속해 나갈 것입니다.

Source: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 제약협회 70년사”

Source: “약가인하정책이 국내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2016년 제약산업 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세계의약품산업 및 국내산업 경쟁력 현황” (한국수출입은행)

지원사항 주요 내용

약가 우대

•제약기업의 신규등재 제네릭 의약품 및 개량신약복합제 보험약가 우대

•국내 개발 신약 약가협상 시 개발원가 우대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제

•실거래가 약가인하시 인하율 30% 또는 50%* 감면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 보험약가 우대

•국내 개발 신약(임상적 유용성 유사 또는 개선(글로벌 혁신신약)) 

보험약가 우대

R&D우대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부 R&D 참여시 가점 부여 및 국제공동연구지원

세제지원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비용 세액공제

규제완화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 지역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

정책자금 

융자

•수출용 의약품 해외 임상 3상 자금 융자 지원

•제약기업 맞춤형 융자조건 개선

•신성장동력 융자자금, 무역보험, 수출보험 지원 등

인력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지정관련 우대

•해외 전문인력 직접 채용 /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컨설턴트 지원

•재직자 대상 실무인재 양성과정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사항

시기 구분 내용 대응

2008
새 GMP제도 

도입

GMP규정 선진국 수준에 맞게 

재정비
제약업계 10대 건의사항 전달

2009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리베이트 적발시 보험약가 

최대 20% 인하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세부조정에 대한 의견 제출

2010
리베이트 

쌍벌제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

한 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없이 1년 이내 자격정지

CP모니터링시스템 강화

20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

산업 선진화

리베이트 2회 이상 적발시 

해당 품목 보험목록 삭제

해외약가제도 조사 실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기준 현실화 

및 혜택부분 확대 의견서 제출

2014
리베이트 

투아웃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및 

세제혜택 등 우대방안 마련
보건복지부에 수정 의견서 제출

2016
약가제도 

개편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

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

혁신신약 기준 및 약가우대에 

대한 혜택 확대의견 제출

정부 제약산업 정책과 한미약품의 대응

사회와 공존을 위한 가치추구

한미약품의 이념과 정신을 반영한 사시(社詩)의 마지막 구절은 ‘자기성장과 사회봉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입니다. 즉,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

원으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곧 한미약품의 정신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한미약품은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 

존중, 가치창조’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198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헌혈활동을 비롯하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헌 활동, 보건 

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활동, 지역사회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국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헌혈활동

한미약품은 제약기업 중 최장 기간에 걸쳐 "사랑의 헌혈" 활동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1980년 11월 서울 시청역에 국

내 첫 헌혈의집을 개소하는데 발 벗고 나선 것을 계기로 1981년부터 사

랑의 헌혈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이후 한국혈액암협회를 통해 임직원이 

기증한 헌혈증을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와 개인에게 전

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헌혈은 한미약품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

로, 시무식 등 매년 2회 서울과 연구센터, 팔탄 및 평택공단, 한미정밀화

학 및 영업사원 교육장 등에서 전사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미약품은 지속적인 헌혈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

부터 감사패(2012년)와 포상증(2014)을 수여 받았습니다.

시상명 주요 내용

한미 

참의료인상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 및 의료 단체에 대한 시상

•2002년 제정,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시상

•서울시 각 구 의사회장, 병원장, 의료원장 등의 추천 후보 대상 선정

한미

자랑스런 

의사상

•의학•의술 및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기여한 의료인에 대한 시상

•2008년 제정,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시상

• 대한의학회장 및 시•도 의사회장, 의과대학장 등의 추천 후보 대상 선정

한미

중소병원상

•주민 건강 향상 및 중소기업 경영개선에 기여한 중소병원에 대한 시상

•2007년 제정, 대한중소병원협의화와 함께 시상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단, 지역협의회장 등의 추천 후보 대상 선정

시상명 주요 내용

한미

수필문학상

•의사들의 진솔한 진료담을 통해 환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제정됨

•2001년 제정, 청년의사신문과 함께 시상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전원 응모 가능

HMP
사진공모전

•현직 의사들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따뜻한 감성을 치하하기 위해 제정됨

•2013년 제정되어 의사포털 HMP 주관, 한미약품 및 한미사진미술관 
후원 하에 시상

•HMP의 회원 추천, 한미사진미술관의 중간심사,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장의 최종 심사 하에 시상

의료인 공로 치하 및 격려> 한미약품은 보건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의학

기술, 보건정책 등 산업 발전을 견인하거나, 봉사 및 지역사회발전에 헌

신하는 의료인들을 기리기 위해 ‘한미 참 의료인 상’을 서울시 의사회와 

공동으로 제정해 매년 시상하고, 해당 노력을 기울이는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격려하는 동시에 의료업계의 발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

러 대한중소병원협의회와 함께 ‘한미 중소병원상’을 제정하여 지역사회 

주민 건강과 중소병원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한 중소병원의 공로를 치하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계 기여

한미약품은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의료인들을 발굴하여 귀감으로 

삼고 있으며, 보건의료계 발전을 목표로 시상 및 후원을 통해 개인의 노

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및 의료인 문화 발전에 기여> 의료인들이 환자와 돈독한 신뢰를 

구축하고 따뜻한 감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문화생활을 격려함으로써 의료계 전반에 건전하고 온정적인 문화를 조

성하기 위한 문화 시상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헌혈 현황 및 사랑의 헌혈 증서(2017년 12월 기준)

누적 혈액량

누적 참여인원

누적 헌혈

사랑의 헌혈증서

단위: cc

단위: cc

*320cc/1인 가정  *1981년~현재

단위: 명

2,251,520

7,036

(연2회) 37년째

(1,455장) 465,600
(1,766장) 565,120

누적 증서 기부 현황

증서 보유 현황

http://www.hanmi.co.kr/hanmi/handler/Company-CompanyEthic
http://www.hanmi.co.kr/hanmi/handler/Company-CompanyEt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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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지원

한미약품은 국내는 물론 북한 등 해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현장 

또는 취약계층 무료의료봉사에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함으로써 제약

기업의 기본적인 사명인 ‘생명존중’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동지원사업

한미약품은 다문화가정 어린이 및 북한, 중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문

화예술활동과 의약품을 지원하며 특히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

이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동지원사업> 지난 2011년 안산시와 ‘다문화가정 및 이주

아동 지원사업’ 협약을 맺은 이후, 지속적으로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와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총 18,942명을 지원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기본적인 생계유지 사업뿐 아니라, 언어 인지 교육, 멘토링, 대안

학교 운영지원, 한국역사탐험대 등 다문화 가정의 우리 사회 적응과 정

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성장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설립된 사단

법인 세계시민포럼(2016년)을 통해 모국방문프로그램, 무지개 뜨는 달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빛의소리 나눔콘서트/(장애아동 예술교육비 조성) 빛의소리 희망기금

> 한미약품은 매년 메디칼필하모닉오케스트라(MPO)와 협력하여 ‘빛

의 소리 나눔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본 콘

서트는 정기공연 형태로 한미약품이 후원하고 있으며 공연을 통해 조성

된 빛의소리 희망기금은 장애아동의 예술교육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의소리 희망기금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어린이 합창/합주단인 

‘어울림’과 익산의 장애인종합복지시설인 청록원의 장애아동들의 예술

교육 기금으로 5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

한미약품은 인류의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공헌활동이 창출하는 영향 

역시도 그 범위를 단순히 지역사회 주민의 신체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

는 것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한미약품은 우리의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 

기흥, 화성, 안산 등의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다양한 영업 및 R&D 활동이 이뤄지는 기흥(연구센터)은 물

론 화성(팔탄공단), 안산(정밀화학), 평택(평택공단)과 본사가 위치한 서

울에서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서울 및 화성 등 전 사업장 소재지에서 관내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을 지

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일회성 및 단발성 활동에서 벗어나 지속적이

고 자발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 의약품 지원사업> 한미약품은 1997년부터 북한 어린이들

에게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사단법인 어린이 의약품지원본부를 통해 최대한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수해현장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에는 북한수해지역 지원을 위한 물자 북송식을 갖고 13

억 규모의 영양 수액제와 해열진통제를 개성으로 보냈으며, 이듬해인 

2013년 7월에는 어린이 기초의약품과 영양 수액제 등 2억원의 의약품

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어린이 영양제 ‘텐텐’을 포함하여 종합감기

약 등 10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평양 만경대 어린이 종합병원에 지원하

였습니다.

2017년 및 과거 R&D 투자 현황

한미약품 의약품 지원 금액 현황 단위: 억 원

■북한 의약품 지원  ■의료봉사 의약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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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탐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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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활동의 검토 및 향후 계획

한미약품은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한미약품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기 위한 추진 조직으로 위원장(대표이사) 및 위

원(내부임원 5명과 고문 1명)으로 구성된 CSR위원회를 2017년 9월 설립

하여 정기적으로 활동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SR위원회는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 비용 5,000만 원 이상

인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의결함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를 점검하

고, 평가하여 사업의 적합성과 비용을 고려한 차기 분기의 계획을 수립하

고 있습니다. 의결 대상 규모에 미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내부 실무진

이 관장하여 적재적소에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긍정적 영향을 위해 해당 운영내역, 성과 및 비용을 투명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한미사진미술관> 한미약품은 문화예술의 대중화와 사진문화의 발전

을 위해 2002년부터 가현문화재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현문화재단

은 비영리 문화재단으로 한국 최초의 사진미술관인 한미사진미술관을 

개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진계의 활발한 

작품 및 연구활동 지원, 사진예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꾀하는데 그 뜻

을 두고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내외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하는 등 사진작가 지원 사업은 물론 한미사진아카데미 등을 통해 사진

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진예술의 발전과 일반 대중

의 문화 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미사진미술관의 지원사업은 의

약품 개발을 통한 육체적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기여하

고자 하는 한미약품의 인류애가 담긴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북경한미약품의 CSR활동

북경한미약품의 경영이념은 모회사인 한미약품과 마찬가지로 ‘인간존

중, 가치창조’입니다. 이는 고귀한 생명을 위해 더 좋은 약을 만들어 인

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경한미약품도 이러한 소

명의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글로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996년 설립된 북경한미약품은 그 설립 취지부터가 어린이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미약품의 창업주가 직접 한•중 수교가 체결되기 이전부터 중국을 왕

래하며, 당시 중국에는 성인 의약품보다 세심하게 용법•용량을 조절해

야 하는 어린이 대상 의약품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국 어린이 

의약품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어린이 건강 증진에 대한 이와 같은 의지

를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다양한 CSR활동을 통하여 중국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중국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한국 제약기업

을 대표하는 회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사랑의 헌혈활동”> 모기업의 대표적인 공익캠페인 ‘사랑의 헌혈’ 프로

그램을 중국에 도입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북경한미약품은 2011년부터 

매년 시무식과 함께 새해 첫번째 활동을 헌혈활동으로 시작합니다. 중국

은 아직도 매혈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북경한미약품은 이

러한 매혈문화를 헌혈문화로 계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데 기여하고 있

습니다    

어린이 의약품 지원사업 – “마미아이 사랑의 응급약 상자” 보내기>북

경 한미약품은 2000년부터 중국어린이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필요의 손길이 있는 곳에 산

발적 지원을 하다가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의 진행을 위해 

사랑의 약상자를 자체 제작하여 지원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부터는 북경시 및 하북성 30여개의 고아원 그리고 및 2015년부터는 중

국소년아동문화예술기금회를 통하여 운남성, 사천성, 귀주성, 광서성 등 

벽오지 1,000개 학교에 1,000여개의 구급약 상자를 전달하였습니다. 북

경한미약품은 해당 활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미약품 지역사회공헌활동> 1980년부터 사내 여직원 모임인 ‘청록회’

를 통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2017년부터는 

기존의 활동을 확대하여 전 사업장에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

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

고, 지역아동센터 및 요양센터 봉사활동, 독거어르신을 위한 반찬 지원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09년부

터 시작된 한미부인회 자선바자회는 임원들의 가족이 정기적으로 진행

하는 한미약품의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한미약품 가족들이 자선바자회

를 통해 모은 수익금은 노숙인 재활 및 청소년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사

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한미약품 자원봉사활동 현황

누적 봉사 인원

누적 봉사 시간

누적 봉사 장소

단위: 명

단위: 시간

단위: 처처

234

774

9

한미사진미술관

북경한미약품의 CSR활동

사랑의 헌혈활동

어린이 의약품 지원한미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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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기여 – 태양촌 돕기> 태양촌은 부모가 형무소에 들어가 버려

진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으로, 정부기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고아원과

는 달리, 태양촌은 법적 보호자인 부모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아무

런 지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태양촌에서는 숙식과 학비 등을 자체 해결

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경한미약품은 태양촌에 대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연간 자원봉

사자 약 200명이 노동봉사로 농장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2011년부

터 7년간 총 1,400명, 5,600여 시간 노동봉사를 실시했으며, 노동봉

사 이외에도 의약품지원, 독감예방주사 지원, 목욕실 설비교체 및 현

대화 작업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지역사회 돕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미아이 사랑의 영양바구니” 돕기 사업> 중국 내 도시 및 농촌 간 빈

부격차 매우 큽니다. 이에 북경한미약품은 2017년 ‘중국소년아동문화예

술기금회’와 공동으로 “마미아이 사랑의 영양바구니” 보내기 프로젝트

를 진행하여 운남성, 사천성, 강서성, 청해성, 신장성 등의 빈곤지역의 영

양실조 아이들을 대상으로 400만 위안 상당의 84,000BOX의 분유를 

15,000여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증정하였습니다.

광애소학교 교실현대화 사업> 북경 외곽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다니

는 광애소학교의 교실 환경은 한국의 60년대 수준으로 낡은 책걸상과 

흑판, 낙후된 냉난방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북경한

미약품은 2015년부터 아이들의 교실을 새롭게 인테리어 해주는 “교실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교실 벽, 바닥, 냉난방시설, 책걸상 등을 

완전히 교체하고 LCD 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에

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애소학교 교실현대화

태양촌 돕기 “마미아이 사랑의 영양바구니” 돕기

태양촌 노동봉사 뇌성마비 고아원 돕기

북경한미약품은 다양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진정성 있게 진행하여 

‘2014년 글로벌 사회공헌(CSR) 부문 대한민국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

고, 2017년 중국 사회공익축제에서는 ‘사회공익 실천 우수상’을, 그리고  

2017년 모영제에서는 ‘2017년 환영받는 사회책임 기업상’을 수상 받았

습니다.

아동 희망의 집 돕기, 뇌성마비 고아원 돕기> 고아들 중에서도 난치성 

장애를 갖고 있거나 후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들은 특수한 시설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동 희망의 집”은 이러한 특수 고아들을 돌보는 시설로 주

로 0~3세 영유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재활 고아원은 뇌성마

비 아이들의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시설입니다.  

북경한미약품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아이들에게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사회로부터의 사랑을 느끼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약품, 분유, 생필품 지원, 대청소, 아이들과 놀아

주기, 단체 영화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나누고 있

습니다.

북경한미약품 CSR 수상내역

2014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대통령표창

2015  사랑의기업 수상 - 중국소년아동기금회

2016  사회적책임 모범기업 수상 - 북경인택공익기금회

2017  사회공익 실천우수상 - 중국사회공익축제

2017  환영받는사회책임기업상 수상 - 모영(산모, 영유아)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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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

중요성과 접근 방향

효과적이며 정당한 제품 홍보 및 설명

한미약품의 제품은 고객의 건강은 물론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기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환자는 물론 제품을 환자에게 전

달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한미약품은 우리 제품과 관련하여 환자 혹은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

보를 정확히,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과정에서 우리 제품에 관한 정보가 해당 정보를 적절히 취급할 수 없는 대상에

게 전달되거나, 혹은 필요 이상으로 미화•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GRI Standard

본 보고내용은 GRI Standard의 416번 ‘고객의 안전과 건강’ 표준과 417번 ‘마케팅 및 라벨링,’ 그리고 418번 ‘고객 프라이버시’ 표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16번 ‘고객의 안전과 건강’이란?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와 관련된 표준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내용에서는 한미약

품의 주요 제품인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여•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에 관한 사항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417번 ‘마케팅 및 라벨링’이란? 기업이 고객 혹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얼마나 정확하고 적법하게 고지하는가에 대한 표준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내용에는 우리의 

기술과 제품을 이해관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한미약품의 다양한 마케팅 및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418번 ‘고객 프라이버시’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공급하는 과정 혹은 의견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적법하게 취합•처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관한 표준입니다. 본 보고내용에

는 우리의 제품 개선이나 불만 해소를 위해 취합되는 고객 개인 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한 사항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고위험 제품의 사용 설명 제공

제품 라벨링은 고객들에게 의약품의 주요 성분을 제공하는 지표로, 라

벨링상 정확한 정보 전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홍보활

동 대상의 대다수가 보건•의료 전문인이므로 우리 제품 상당수의 라벨

링은 필수 정보를 누락 없이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러나, 일부 위험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 관리계획(RMP, Risk 

Management Plan)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RMP를 동반한 제품들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아 직접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용 설명서가 함께 제공되며, 이를 병원 또는 약

국에 비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의약품의 경우, 제품 내•

외부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시 주의사항을 기재하여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술 및 제품 마케팅 활동

한미약품은 제품에 직간접적으로 기재되는 제품 정보를 투명하고 정

확하게 제공하는 것과 함께 고객들에게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에 대

한 정보를 정직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

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마케팅은 약사법에 의거하여 전문 언론매체에 제품을 광고•

홍보하거나,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홍보 및 대면마케팅

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

달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사실에 근거하여 효능 및 효

과가 과장되거나 허위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을 접하는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며, 무엇보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사실

과 증거에 입각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경영

진과 상시 논의하며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주력 제품군은 전문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제품을 직접 투여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정보 전달이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

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의 효능 및 작용기전 등 해당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대상이 전문성이 매우 높은 보건·의료계 종사자라는 특성이 있

습니다. 따라서 한미약품은 보건•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학회 및 컨퍼런스 등을 통해 우리 기술 및 제품의 우수한 효능을 알리고 있으며, 마케팅 

및 홍보 활동 기획 시 제품과 관련된 정보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야 할 대상에게 제공될 소지가 있거나 혹은 왜곡되어 전달될 소지가 없는지를 면

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마케팅 사례: 기술개발 관련 컨퍼런스 발표

1

2

3

신약 기술 임상 결과 발표 

미국 AUA(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2017년 5월

신약 기술 발표

항암 신약, 세계폐암학회(WCLC), 2017년 10월

신약 임상 결과 발표

유럽종양학회 아시아세션(ESMO Asia), 2017년 11월

고객안전보건 및 프라이버시

마케팅•라벨링 검토 및 향후 계획

한미약품은 제품의 정확한 라벨링과 투명한 마케팅을 위해 Regulatory 

Affairs 부서를 운영하여, 해당 활동들이 약사법을 포함한 유관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제품의 과장 및 오인 광고를 사전에 방

지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내부 검토 후에는 마케팅 팀에서 제품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출시 시장 선정, 제품 타깃 선정, 예산 책정 

및 홍보 활동 수행 등을 진행합니다. 각 단계별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액

션플랜(Action Plan)의 유효성 및 이행 정도를 주기적으로 주요 성과 지

표(KPI)화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된 사항은 경영진에게 보고

되며, 연관된 의사결정에 경영진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제품

을 더욱 책임감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제품 홍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즉시 시정하고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여 추

후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제품라벨링 검수 절차를 철저하게 운영해 왔으

며, 앞으로도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필요한 관계자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고객안전보건

한미약품은 R&D에 기반한 대한민국 최고의 제약회사를 지향합니다. 이

에 업계 최고 수준의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고객

이 우리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미약품은 해당 역량을 보유하고, 의약품을 사용하는 고객을 최

우선시하며, 고객의 의견을 소중하게 관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다. 제품과 관련된 고객 의견 관리는 고객의 문의사항 및 관련 안건을 접

수하는 체계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미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사

항에 따라 고객 의견을 수집하고 있으며, VOC 등 대 고객 채널에서 접수

된 제품 관련 이슈들은 내부적으로 공유되어 관계 부서에서 개선 사항을 

모색합니다. 

고객 의견 대응> 한미약품의 대 고객 채널에서 접수되는 안건은 부작용 

및 제품 만족도에 관련된 사안으로 구분되어, 부작용의 경우 접수 직후 

PV팀, 만족도 관련 사안은 CV팀으로 사안을 이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룹 통합 콜 센터>고객의 문의사항을 그 내용에 관계없이 단일 채널을 

통해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그룹 통합 콜센터

를 설치하였으며, 2017년 현재까지 총 26만 건 이상의 고객 의견에 신

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수집된 사안을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빈도 사용법 질문 제품을 중심으로 가이드를 제작하

여 고객들이 우리 제품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불편함을 제기하는 요인

을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편리성 증대는 물론, 먼저 고객

에게 다가서고자 하는 한미약품의 고객섬김 실천의 일환입니다.

한미약품이 R&D개발의 혁신경영을 통해 가치를 전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모든 인류입니다. 한미약품에서 생산

되는 제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자사 제품을 고객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잘못된 사용에 기인한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명하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안전보건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사항 외에도 해당 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활동의 검토 및 실행

법률 및

규제검토

출시 시장 

선정

제품 타깃 

선정

홍보 활동 

수행

모니터링

 •약사법을 포함한 유관 법규 및 규제 준수 검토

 •제품의 과장 및 오인 광고 사전 방지

 •마케팅 활동 효과성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은 다른 활동에 재분배

 •마케팅 활동의 CP규정 준수 여부 상시 모니터링

 •마케팅 활동의 법률 준수, CP규정 사전업무협의

 •마케팅 활동별 투입 자원, 창출 성과(매출 등)을 바탕으로 한 

유효성 점검

 •점검 사항의 경영진 보고 및 마케팅 활동 개선을 위한 경영진의 

직접적 의사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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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건수

2014 63,373

2015 62,935

2016 71,578

2017 64,591

콜센터 개설 이후 누적 262,477

콜센터 연도별 누적 건수

구분 소비자 의견 개선사항

시럽제 
유통기한 테스트

맥시부펜, 암브로콜, 
레브로콜, 코스펜에이 등 
시럽제에 대한 개봉 후 
안정성에 대한 문의

QO팀을 통해 시럽제 개봉 후 안
정성 테스트가 진행되었으며, 개
봉 후 1개월은 안정하다는 
답변 후 가이드 제공

목시딜 3%. 5% 
용기변경

사용 시 용기 찌그러짐에 대한 
소비자 의견 수렴

용기재질 변경

그리메피드정 
경도개선

그리메피드정 1/2/4mg 사용 
중 파손이 잦다는 불만사항

경도 개선 진행

코앤쿨나잘스프레이캡 
색상변경

코앤쿨나잘스프레이 
누액 불만

사용 시 구분할 수 있도록 
캡 색상변경

2017년 고객 의견 접수 및 조치 내역

고객 안전 보건 관련 검토 및 향후 계획> 한미약품은 PV팀(Drug Safety 

& Pharmacovigilance팀)을 중심으로 안전성 정보를 수집•평가•해석하

여 위해성 대비 유익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고객에게 제품 안전

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제약업

계에서의 고객안전과 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화되는 유관 규

정들의 영향을 다방면에서 수집•평가하여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프라이버시

한미약품 고객 센터는 고객 의견을 접수할 때 필수적인 고객 정보만을 합

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추후 유사 안건 발생 

시 활용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타 목

적으로 이용되거나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

록 신중하고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취급 방침> 한미약품은 제품 관련 문의, 사업활동과 관

련된 제보, 채용이나 제휴•협력 관련 문의, 신약개발 관련 용어 문의, 담

당 MR의 방문 요청과 같은 고객의 의견과 요청을 접수할 때 고객의 동의 

하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요청,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정보의 처리 및 취급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고객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기인하여 처리하고 있

습니다. 해당 방침들은 한미약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

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내부 운영 방침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미약품의「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www.hanmi.co.kr)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한미약품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
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2    한미약품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

수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객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한미약품이 취하고 있는 조치 등을 알려드립

니다.

3    한미약품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www.hanmi.co.kr) 첫 화면에 공개 함으로써 
고객께서 언제나 용이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4    한미약품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버전번호 등을 

부여하여 개정된 사항을 고객께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한미약품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시행하기 전에 홈페이지(www.hanmi.co.kr) 등을 통하여 변경이유 및 내용을 고객

에게 공지합니다.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검토 및 향후 계획> 통합 콜센터를 통해 한

미약품에 문의되는 모든 사안은 상담원의 상담 내용 복기, 유사 사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상담원 평가 혹은 상담 품질 개선 시 활용 등의 목

적 하에 녹취되어 10년 동안 보관됩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고객 의견 

접수 시 취합되는 고객 의견 역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의해 적법하게 처

리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고객 정보 보안을 위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위탁업체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녹

취된 내용에 대한 접근 권한은 위탁업체가 아닌 한미약품의 관련 임직원

에게만 부여됩니다. 아울러 상담원 교육 시 고객대응은 물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교육을 함께 실시하며, 모든 상담원은 해당 교육을 연 10시

간 이상 이수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담원별교육 진행

신입상담원

•2주간의 자체 교육(통화품질 교육(QA), 시스템 사용교육, 제품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스크립트 교육)

•외부교육(외부기관에서 진행되는 신입교육으로 친절한 응대스킬, 불만고객 응대스킬 등)

승진자 교육

•대리/과장 등 승급에 따른 외부교육 진행(외부교육업체를 통한 교육 진행)

•그 외 PV 교육, 제품교육(메디컬팀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진행

연구개발을 통한 사회가치 창출 보고에 활용되는 정량적 지표들은 당사가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사회에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가

시적으로 나타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수치들을 언론 보도•유관 단체의 조사 자료 등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취합하여 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부분에 수록된 정량적 정보들은 타사 혹은 타 산업내의 유사 수치와 직접적인 성과 비교를 위해 활용될 수는 없으며, 한미약품은 본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당사의 연구개

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정량적으로 가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도입할 것입니다.

성과 지표 공개의 제한사항

연구개발을 통한 사회가치 창출

한미약품은 글로벌 현신신약 개발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약품은 연구개발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핵심 가치이자 제약기업으로서 국민과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책임으로 인식하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약품은 R&D가 창출하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미약품 연구개발의 가치 창출 개요

보건의료 정책 효과 제고

국가는 보건의료 정책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의 복잡성을 낮추거나 재정을 지원합니다. 한미약품

은 약제비를 절감하거나 환자의 투약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이와 같은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약제비 절감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의 토대로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미약품은 글로벌수준의 R&D역량을 바탕

으로 개량•복합신약을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에 기

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히 본 보고서를 통해서, 한미약품의 연구 개발을 통한 재정 건

전화 효과를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가시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자체적으

로 약제비 절감 효과를 산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조회 가능한 급여 대상 전문의약품의 약가 정보를 바탕으로 

한미약품 주요 퍼스트 제너릭 의약품과 개량•복합신약의 약제비 절감 

효과를 계산할 경우, 2017년 한 해 일부 제품에 국한하더라도 약 400억 

정도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록 본 수치는 기존에 

공개된 데이터들을 제한적으로 활용하여 시험적으로 도출한 자체적인 

정보이나, 당사는 앞으로 꾸준히 이와 같은 시도를 지속해 정보 자체의 

품질을 제고함은 물론, 연구개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한

미의 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더 좋은 

약을 만들어 

국민의 복지와

건강에 기여

Hanmi
R&D

R&D를 통한 성과 창출 모델을 제시하고 공동의 

지적 자산을 개발하여 국내 제약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약가 절감, 제약 인재 채용, 제약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국가의 보건 의료 정책의 효과를 

제고합니다.

자체적으로 의약품을 개발하여 글로벌 기업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완제의약품 및 제약기술을 

수출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보건의료 
정책 

효과 제고

제약 산업 견인

국가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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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의 약제비 절감 기대 효과

71원

365원

4,618만T

2,473만T

2017년 123억 원

누적처방 60,207만T 누적효과 1,526억 원

2017년 59억 원

누적처방 5,970만T 누적효과 102억 원

2017년 26억 원

누적처방 5,500만T 누적효과 76억 원

2017년 2억 원

2017년 1억 원

2017년 29억 원

누적처방 9,028만T 누적효과 95억 원

2017년 116억 원

누적처방 10,242만T 누적효과 424억 원

2017년 0.7억 원

누적처방 24만Cap 누적효과 23억 원

2017년 44억 원

누적처방 1,253만Cap 누적효과 63억 원

2017년 4.7억 원

누적처방 427만Cap 누적효과 11억 원

197원 1,981만T

107원 1,239만T

169원 424만T

135원

101원

295원

169원

1,246만T

388만T

150만T

78만T

98원

100원

117만Cap

200만Cap

105원 2,750만T

414원 2,800만T

9,655원 7,864Cap

503원 872만Cap

265원 177만Cap

1) 정당 절감액 : (한미약품 복합제 처방금액과 한미약품 복합제 단일성분 오리지널 약제간 병용처방 했을 시 처방금액의 차이)

2) Data 출처 : UBIST DATA(2012년 이후 누적 처방량), 자사 직접매출(2008~2011년 누적 처방량) 데이터

로수젯

아모잘탄

로벨리토

라본디

몬테리진

코싹엘

낙소졸

플루테롤

한미탐스

한미플루

정당 절감액1) 2017년 처방량 건전화 기대 효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기대 효과

2017년 
 405억 원

2,320억 원

각 제품 출시 이후 누적
기대 효과 

R&D 인재 채용을 통한 고용 창출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능한 인재를 국내에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남녀를 불문하고 국

내 제약 및 공학 엔지니어들의 인력을 다수 채용함으로써 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은 

유능한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남아 국가 경제와 제약산업의 발전

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Source: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개발활동 현황’

Source: 한국제약협회(2015)

분류 매출액*(억 원) 연구원(명) 
매출 100억 당 

연구인력 고용 (명)

기업 전체(2016년) 17,073,576 321,323  1.9 

제조업(2016년) 12,003,525 248,169  2.1 

의약품(2016년) 213,822 6,978  3.3 

한미약품(2016년) 8,827 607 6.9

한미약품(2017년) 9,166 558 6.1

연도 총 인력
연구개발인력

인원수 비율

2011 74,477 8,765 11.8%

2012 78,259 9,872 12.6%

2013 88,545 10,613 12%

2014 89,649 10,594 11.8%

2015 94,510 11,057 11.7%

2016 94,929 11,862 12.5%

한미약품(2015) 3,763 590 15.7%

한미약품(2016) 3,650 607 16.6%

한미약품(2017) 3,844 558 14.5%

R&D 비용 대비 고용 창출 효과

여성임원 발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한미약품은 채용 및 승진에 있어 성별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

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여성 친화 근무환경을 조성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그룹사의 전체 임원 

53명 중 여성 임원은 12명으로 23%에 달하며 임상•개발•해외사업•연

구 등의 전문분야는 물론 공장 책임•마케팅 등의 분야에서도 기여성임

원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국내 10대 대기업 등을 비롯한 여타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평균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준의 여성임원을 발탁함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있는 점과, 여성 임직원에 대한 다

양한 복지정책 및 양성평등 정책 운영과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사단법

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 Korea)으로부터 제약업계 최초의 ‘BPW 

Gold Award’를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연도 R&D인력 신규 채용 현황(명)

2011 87

2012 95

2013 125

2014 85

2015 129

2016 93

2017 136

한미약품 R&D인력 신규 채용 현황

의약품 제조업체 연구개발인력 수

단위: 명■총 인력  ■연구개발인력  

2015 3,763 590

2016 3,650 607

2017 3,844 558

0

0

30,000

1,000

60,000

2,000

120,00090,000

4,0003,000

한미약품

2011 74,477 8,765

2012 78,259 9,872

2013 88,545 10,613

2014 89,649 10,594

2015 94,510 11,057

2016 94,929 1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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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상품

언론보도 기준 2017년 국내제약사 매출구성

국내 제약사 주요 매출 구성 현황 (각사 사업보고서 기준) 단위: %

한미약품 연결기준 매출액
한미약품 90.2

A사 66.3

B사 59.1

C사 54.5

D사 45.5

E사 30.6

0 20 40 60 80 100

2015년 한미약품의 라이선스 아웃1)의 수출 기여 효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에의 기여> 한미약품은 자체 

R&D를 통해 개발된 완제의약품 수출은 물론, 신약 라이선스 계약에 따

른 단계별 기술료, 신약 출시 이후의 로열티까지 이르는 지속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합니다.

2010년 이후 약 1조원을 R&D에 투자한 결과, 국내 최대 규모의 성공

적인 라이선스 아웃 성과를 실현했고, 이는 대한믹국의 신성장동력으

로 제약산업이 기여할 수 있다는 획기적 전기를 마현하는 계기가 되

었습니다.

성분 파트너 단위 규모

HM71224(면역질환치료제) Lilly $ 690,000,000

에페글레나타이드, 
LAPSInsulinCombo(당뇨신약)

SANOFI € 2,824,000,000

HM12525A(비만•당뇨신약) Janssen $ 915,000,000

HM95573(RAF표적 항암신약) Genentech $ 910,000,000

약 6조 원

선박 약 29대2)

클락슨 2016년 발표, 160k LNG선 기준

자동차 약 29만 대2)

2017년 4분기 승용차 교역현황, 2,000cc 초과 휘발유 차량 기준

반도체 약 1,740만 개2)

D램익스체인지 

2017년 12월 발표, Server DDR4 32GB RDIMM 기준

1)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공개 가능한 계약 건에 한함

2) 해당 규모는 한미약품의 라이선스 아웃 성과 6조원의 수출 효과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언론 등에 
공개된 타 산업의 수출 단가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수출 규모 비교를 목적으로 활

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에의 기여

한미약품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한미약품뿐 아니라 제약산업, 나

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장성이 담보

된 외국기업의 제품을 도입해 유통하기보다는 ‘우리의 기술’로 제조한 자

체개발 의약품으로 한국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

미약품은 국내 제약기업 중 가장 많은 자체개발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습

니다.

국내 최대 수준의 자체 제품 개발> 글로벌 제약기업의 기 출시된 제품

들을 직접 도입하는 방식은 의약품 개발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약품들의 처방 및 판매가 이뤄지는 수

량에 따라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며 기업이 자체적인 신약 개발 역

량을 축적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개량•복합신약을 꾸준히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시장에 선보

여 온 결과 국내 최대 수준의 자체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

체 의약품 개발을 통해 도입 제품 의존도를 낮출 것입니다.

제약 산업 견인

한미약품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도전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제약 산업과 연관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그 중

요성에 주목하고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신약 연구개발 분야에도 가장 먼

저 뛰어들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대한민국의 제약 강국을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산업 내 선도적 R&D 투자> 최근 국내의 많은 제약기업들이 

성장 동력으로서의 R&D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습

니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이러한 경향이 자리잡기 훨씬 이전부터 지속적

으로 R&D 투자를 이어왔으며, 그에 따라 국내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

든 혁신 성과를 다수 달성해 왔습니다.

R&D를 향한 한미약품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한 글로벌 

혁신신약 창출로 제약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동종업계 대비 한미약품의 R&D투자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미약품
매출액 6,740 7,300 7,610 13,780 8,830 9,166

연구개발비 910 1,160 1,530 1,870 1,630 1,707

의약품 

제조기업 

상장사

매출액 118,915 134,265 151,109 177,227 201,264

연구개발비 9,979 11,094 14,235 15,731 17,982

단위%

한미약품

의약품

제조기업

(상장사)

2012

13.5

2013

15.8

2014

20.0

2015

14.2

2016

18.4

2017

18.6

8.4 8.3 9.4 8.9 8.9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Source: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17 제약산업 Data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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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이노베이션> 학교, 동종 기업, 관련 정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와 공동의 연구개발은 기업의 역량을 높일 뿐 아니라 산업생태계의 활력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미약품은 지속적인 세미나 및 기술, 지식 

포럼 등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와 식견을 공유하고, 협업을 추진했습니

다. 혁신경영 취지를 살려 외부의 의견을 도입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실시

를 통해 향후 기술개발의 영역을 넓힐 예정입니다.

한미약품은 2016년 말 아주대학교와 줄기세포 항암신약 공동연구 협약

을 통해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하는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주대학교 내에 한미약품과의 협업을 위해 교내 기업협업센터(Industry 

Coupled Center)에 별도 공간이 설치 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을 통해 상

호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한미약품은 새로운 신약 파이프

라인 발굴 목적 뿐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 자본을 국내의 동종 

제약사, 바이오벤처, 학계, 연구기관 등과 공유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 

내에 건전한 혁신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독자적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4차산업혁명 대응> 한미약품은 

최근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고 의사결정을 단축함으로써 보건의료 생태

계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독자적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 등의 외부 정보와 한미

약품의 ERP, 인사시스템을 비롯한 내부 데이터, 그리고 포털 및 SNS등

으로부터 취합되는 데이터를 자체적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

하여 당사 영업활동의 특성과 성과를 분석함은 물론, 마케팅 전략 수립

과 결과 분석, 영업활동과 성과의 연관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업무 생산

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질환 별 시장규모나 처방 패턴, 환자군 

등을 파악하여 이를 통한 판매•생산•구매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건의료 

생태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

지적 재산권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제약산업의 목적은 인류건강을 위

한 의약품을 연구 및 개발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기

술개발 및 발생되는 긍정적 가치는 정성적으로 기술하는 반면, 의약

품 특허권 보유 현황은 정량적인 척도이자 지표로써 기업의 R&D 역

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한미약품의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는 총 1,360건이

며 현재 1,879건의 특허를 출원 진행중입니다.

■국내  ■해외 

한미약품 특허 등록 및 출원진행 누적현황 (2017.12.기준)

단위: 개

등록 

출원계속중 237 1,8791,642

162 1,198 1,360

0 500 1,000 1,500 2,000

출원연도 한미약품 국내제약사A 국내제약사B 국내제약사C 국내제약사D

2014 59 4 20 19 12

2015 39 7 16 13 24

2016 20 2 5 7 5

총계 118 13 41 39 41

PCT2) 한미약품 국내제약사A 국내제약사B 국내제약사C 국내제약사D

2014 23 6 13 10 12

2015 27 2 15 6 24

2016 29 5 12 11 5

총계 79 13 40 27 41

US 한미약품 국내제약사A 국내제약사B 국내제약사C 국내제약사D

2014 22 4 10 8 5

2015 11 1 3 4 5

2016 6 0 3 - 2

총계 39 5 16 12 12

주요제약사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 현황1)

국내 특허 출원 건수 (2014-2016)

해외 특허 출원 건수 (2014-2016)

1) 타사 특허 출원 정보 공개는 1년 6개월 이후 공개되므로 2014부터 2016년까지 기간 산출

2) PCT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세계 최초 시도된 의약품 유통혁명>2009년 한미약품은 세계최초로 전

체 생산 의약품에 ‘RFID’를 부착하여 의약품 유통혁명의 시작을 알렸습

니다. RFID는 무선인식 기술의 하나로 전자테그 안에 제품정보를 담아 

리더기를 이용해 판독, 관리, 추적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의약품의 이력

추진 및 재고, 유효기간, 리콜 등 의약품 유통관리를 RFID 리더기 스캔

만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약국에서는 의약품 재고나 유효기

간 관리를 획기적으로 효율화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

아 2013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RFID 저널 어워즈 2013'에서 최우수 

RFID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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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Financial 
& Non-financial 
Statements

2017년 재무성과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한미약품은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사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연구개발, 임직원 교육, 사회공헌, 협력업체 상생, 

투자자 배당, 정부 납세 등을 통해 배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비

의 경우 매출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할 때에도 투자 

규모를 크게 축소하지 않았으며, 사회공헌 관련 분배 역시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별도 기준 창출 및 분배된 경제적 가치표

북경한미 별도 기준 창출 및 분배된 경제적 가치표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창출된 
경제적 가치

매출액

억 원

11,132 6,878 7,026
내수 5,269 5,782 5,512
수출(기술료 제외) 738 819 937
기술료 5,125 277 577

분배된 
경제적 가치

연구개발비 합계

억 원

1,655 1,383 1,487
임직원 교육훈련비 106 83 34
사회공헌 진행비+기부금 13.6 14 61.2
협력업체 대상 구매액 2,821 3,736 3,922
배당금 204.2 - 56
주당 순이익(EPS) 원 12,852 379 3,507

ROE % 523.3 15.1 13.8
법인세비용(수익) 억 원 432 281 14.2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창출된 
경제적 가치

매출액

천 위안

1,137,095 1,105,299 1,278,630
내수 1,132,748 1,090,612 1,271,386
수출(기술료 제외) 4,347 1,786 1,297
기술료 12,901 5,947

분배된 
경제적 가치

연구개발비 합계

천 위안

89,854 102,398 96,762
임직원 교육훈련비 3,527 3,558 3,616
기부금 311 412 7,244
협력업체 대상 구매액 180,228 183,652 174,267

배당금 - - -
주당 순이익(EPS) 위안 - - -
ROE % 19.0 15.8 15.7
법인세비용(수익) 천 위안 23,626 24,024 30,673

한미정밀화학 별도 기준 창출 및 분배된 경제적 가치표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창출된 
경제적 가치

매출액

억 원

891 930 872

내수 299 300 305

수출(기술료 제외) 592 630 567

기술료 - - -

분배된 
경제적 가치

연구개발비 합계 백 만원 2,970 5,759 5,774

임직원 교육훈련비 0.63 0.55 0.43

사회공헌 진행비 + 
기부금

억 원 2 2 2

협력업체 대상 구매액 935.7 727.9 681.6

배당금 0 0 0
주당 순이익(EPS) 원 928 702 6,735

ROE % 1.4 1.1 9.4
법인세비용(수익) 억 원 0.2 16 2 

최근 3개 회계연도 실적 요약

지난 2015년 다국적 제약회사와 여러 건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역대 최고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나 2016년 일부 계약이 해지•변경되며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기술료 수익을 제외한 다

른 분야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면에서도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와 신제품 출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도 실적 요약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한미약품 

별도 기준

매출

억 원

11,132.4 6,877.8 7,026.4

(1)제품매출 3,884.5 4,608.4   4,978.3 

(2)상품매출 1,922.9 1,757.2   1,329.9 

(3)임가공매출 159.5 155.4     138.8 

(4)기술수출수익 5,125.0 277.3     576.6 

(5)기타매출 40.5 79.5         2.8 

매출원가 3,581.1 3,812.5 3,454.8

(1)제품매출원가 1,630.4 2,014.4   2,087.5 

(2)상품매출원가 1,798.7 1,681.0   1,269.6 

(3)임가공매출원가 152.0 117.1       97.7 

매출원가율 % 32.2 55.4 49.2

판매 및 관리비 억 원 4,266.8 1,880.5 1,777.7

판관비율 % 38.3 27.3 25.3

영업이익 억 원 1,802.6 -44.0 469.5

영업이익률 % 16.2 -0.6 6.7

세전이익 억 원 1,771.0 -241.8 244.3

세전이익률 % 15.9 -3.5 3.5

당기순이익 억 원 1,338.5 39.4 386.6

당기순이익률 % 12.0 0.6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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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 문제

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환경경영시스

템인 ISO14001을 도입하여, 환경경영에 대한 굳은 방향성을 수립하고 

환경오염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

의 환경경영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수질, 대기, 

폐기물, 화학물질 등 해당 분류를 통제하는 환경매뉴얼 1개, 22개 규정

과 17개의 지침서를 제반법규에 맞게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

러 전기, 용수, LNG등 직접적 에너지 자원 절약에 대해 단기적 시점이 아

닌 장기적 시점에서 접근하며, 사용 절감 시스템, 폐기물 발생 감축 및 재

활용 증대에 관한 액션플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및 통

제가 어려운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의 상황관리 및 해당 안

건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사고 또는 오판으로 인한 환

경사고를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북경한미약품

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물리적, 규제적 위험은 없으며 해당 사안은 중

국 정부의 환경규제 조치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환경 성과 보고에 활용되는 보고 지표들은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글로벌 가이

드라인인 GRI Standard의 Topic Specific Standards를 참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발간되는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보고 범위인 서울 본사, 평택공단, 

팔탄공단, 기흥 연구센터 및 주요 종속사인 북경한미와 한미 정밀화학 모두를 대상

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미약품은 본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당사의 지속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나

타낼 수 있는 주요 데이터에 대하여 모든 보고범위를 대상으로 동일한 수준의 성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체계를 점진적으로 고도화 해 나갈 것입니다.

성과 지표 공개의 제한사항

원료 사용

한미약품은 다양한 종류의 신약을 개발 및 생산합니다. 이에 제품을 생

산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원료의 양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원료 사용량

주요 종속회사 원료 사용량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전체 원료 사용량 Kg 2,274,537 2,283,547 2,371,816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북경한미

원료 사용량 Kg
2,521,084 2,735,632 5,883,379

한미정밀화학 6,544,201 7,016,245 5,628,946

2017년 환경경영 성과

에너지사용

2016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발효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친환경원료를 사용하는 협력사의 스팀을 공

급받아 친환경에너지를 간접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LED등으로 교체하

는 등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약품

은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3년 주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에너지 사용량

주요 종속회사 에너지 사용량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본사(서울)

직접 에너지 사용량 LNG

GJ

6,058 5,451 5,511
간접 에너지 사용량 전력 14,811 13,426 13,205
에너지 사용량 계 20,869 18,877 18,716

평택공단

직접 에너지 사용량 LNG 56,858 79,637 39,643
간접 에너지 사용량 전력 67,601 79,143 89,944
에너지 사용량 계 124,459 158,780 129,587

팔탄공단

직접 에너지 사용량* 88,930 107,475 135,066

간접 에너지 사용량 전력 234,860 267,627 407,854

에너지 사용량 총 계 323,790 375,102 542,919

연구센터

직접 에너지 사용량 LNG 10,761 11,372 11,796
간접 에너지 사용량 전력 13,094 12,062 11,502
에너지사용량 계 23,855 23,434 23,298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북경한미 간접 에너지 사용량 전력

GJ

26,530 29,861 27,118

한미정밀화학

에너지 사용량 계 26,530 29,861 27,118

직접 에너지 사용량 경유
(휘발유)

359 438 249

간접 에너지 사용량
전력 95,177 112,831 110,588
스팀 57,444 71,551 62,896

에너지 사용량 계 152,621 184,382 173,484

용수 사용

한미약품의 용수 사용량은 각 공장 및 사업장 별로 나누어 집계되며, 용

수 재활용량의 경우 현재 팔탄공단에서 R/O 농축수* 재활용량을 집계하

고 있습니다.
*R/O 농축수 : 상수(수돗물)를 의약품 제조용수에 적합한 물이 되도록 정제수를 만드는 정수시설 가동 중 

나오는 용수를 의미합니다. 이 농축수는 일반 상수보다 깨끗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의약품 제조용수 제조

과정에서 불필요한 물이기에 버려지기 마련이나 한미약품 팔탄공단에서는 이 농축수를 재활용하여 사용

하고 있습니다. 

*LNG, 아세틸렌, 경유, 휘발유 총합

한미약품 용수 사용량

주요 종속회사 용수 사용량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전체

ton

246,827 306,433 383,992

본사(서울) 23,701 21,239 20,168

평택공단 127,008 171,144 194,513

팔탄공단 82,815 100,922 157,987

연구센터 13,303 13,128 11,324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북경한미

ton
47,977 54,640 52,492

한미정밀화학 91,748 108,543 108,527

한미약품 재생 및 재사용 용수 총량

주요 종속회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팔탄공단 R/O 농축수 재활용량 ton 12,879 14,683 34,483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한미정밀화학

먼지

ton

2.772 2.270 1.631

SOX 1.176 1.331 1.082

NH3 0.041 0.046 0.036

HCl 0.354 0.417 0.368

HCHO 0.005 0.002 0.002

클로로포름 0.309 0.225 0.068

디클로로메탄 1.413 1.151 1.325

온실가스 배출

한미약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

지의 목표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관리업체 지정기준)에 의거하

여 2017년 6월부터 팔탄공단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목표관

리 업체로 지정 되어 현재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개선활동을 시작하

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한미약품과 한미정밀화학은 제품의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

경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

설이 해당되지 않는 시설에도 대기오염 방지 시설인 집진기 및 흡착탑을 

설치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유해물질 역시 차단 하는 등,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기 위한 여러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한미약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전체

직접배출(Scope 1)

tCO2e

7,741 10,222 9,409
간접배출(Scope 2) 21,929 24,788 32,946
총배출량(Scope1+2) 29,670 35,010 42,355

본사(서울)

직접배출(Scope 1) 307 276 279
간접배출(Scope 2) 1,886 1,710 1,682
총배출량(Scope1+2) 2,193 1,986 1,961

평택공단

직접배출(Scope 1) 2,846 4,416 2,198
간접배출(Scope 2) 8,636 10,080 11,455
총배출량(Scope1+2) 11,482 14,496 13,654

팔탄공단

직접배출(Scope 1) 4,588 5,530 6,931
간접배출(Scope 2) 11,407 12,998 19,809
총배출량(Scope1+2) 15,995 18,528 26,740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팔탄공단

먼지

ton

 1.270  0.830  2.120 

SOX  -  -  - 

NOX  N/A  1.450  6.740 

THC  -  -  0.097 
디클로로메탄  -  -  - 

평택공단

먼지  0.0742  0.0948  0.0239 
암모니아  0.0021  0.0499  0.0583 
구리화합물  -  0.0001  - 
아연화합물  -  0.0008  0.0002 

* 본사와 연구센터의 경우,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톤 미만에 해당하는 5종, 4종 사업장으로, 대기

오염물질 보고 대상에서 제외.

* 북경한미약품은 중국 대기오염배출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보고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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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

한미약품과 한미정밀화학은 지정폐기물 감량화대상 사업장입니다. 이에 

폐기물 감량 의무를 준수하고,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

이는 것과 동시에 발생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최종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

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식지 보호 또는 복구

한미정밀화학은 소재지인 경기도 시흥시 시화제약협동조합의 환경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규제준수 및 사업활동에서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습니다. 

먼저, 약품 생산 및 제조와 연구 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함과 동시에 

인근 방충•방서 관리를 통해 병해충의 개체 수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병해충뿐 아니라 설치류의 개체를 동시에 감소시키고, 수질오염물질 방

류량을 감소시켜 하천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의 종류와 개체가 증가하

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임직원들이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봉사활동은 서식지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산림가꾸기 행사등

을 통해 녹지를 재조성하고,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방지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배출 폐수의 수질

폐기물 배출량

주요 종속회사 폐기물 배출량

주요 종속회사 배출 폐수의 수질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평택공단

COD

ppm

 6.1  6.1  23.2 

SS  2.9  5.1  34.3 

T-N  7.9  4.3  5.5 

T-P  1.6  0.4  0.4 

팔탄공단

COD  10.9  11.1  7.2 

SS  2.7  2.3  1.3 

T-N  14.0  23.8  9.9 

T-P  0.2  0.2  0.4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본사(서울)

폐기물 
발생량

사업장(일반)

ton

43.0 43.0 43.0
사업장(지정) 3.0 3.0 3.0

총계 46.0 46.0 46.0

폐기물 재활용량 - - -

폐기물 재활용률 % - - -

평택공단

폐기물 
발생량

사업장(일반)

ton

133.6 206.3 229.8

사업장(지정) 29.1 32.1 828.0

총계 162.7 238.4 1057.7

폐기물 재활용량 - - -
폐기물 재활용률 % - - -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팔탄공단

폐기물 
발생량

사업장(일반)

ton

563.9 676.4 723.0

사업장(지정) 54.7 57.4 64.4

총계 618.6 733.9 787.4

폐기물 재활용량 208.5 261.1 363.7

폐기물 재활용률 % 33.7 35.6 46.2

연구센터

폐기물 
발생량

사업장(일반)

ton

30.3 28.8 32.7

사업장(지정) 26.2 23.8 27.5

총계 56.5 52.5 60.2

폐기물 재활용량 - - -

폐기물 재활용률 % - - -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북경한미

폐기물 
발생량

사업장(일반)

ton

118.3 141.9 84.6
사업장(지정) - - -

총계 118.3 141.9 84.6
폐기물 재활용량 - - -
폐기물 재활용률 % - - -

한미정밀화학

폐기물 
발생량

사업장(일반)

ton

176.0 221.0 144.0
사업장(지정) 8,584.0 9,370.0 6,856.0
총계 8,760.0 9,591.0 7,000.0

폐기물 재활용량 6,231.0 6,131.0 4,760.0
폐기물 재활용률 % 71.1 63.9 68.0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한미정밀화학

COD

ppm

 29.3  35.7  71.4 

SS  18.9  19.3  27.1 

BOD  15.8  47.9  95.3 

T-N  5.5  6.8  14.9 

T-P  0.13  0.07  0.05 

배출 폐수의 수질 개선

한미약품은 제품의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 방출되는 폐수의 수질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부유물질(SS), 총 질소(T-N), 총 인(T-P)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측정되

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발생되는 폐수의 수질을 법적허용치보다 하향

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택공단의 경우, 2017년 신규폐수

처리장을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임직원 현황

주요 종속회사 임직원 현황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분류별 

임직원 수

전체

명

2,095 2,085 2,271

근무지별

본사(서울) 282 256 299

평택공단 330 460 619

팔탄공단 501 517 566

연구센터 143 147 144

스마트오피스 839 705 643

업무영역별

생산직 618 752 949

영업직 837 699 643
연구직 395 399 417
사무직 207 197 221

고용 형태별
정규직 2,057 2,047 2,142

비정규직 38 38 129

성별
남자 1,572 1,535 1,629

여자 523 550 642
임원 38 38 41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북경한미

전체

명

1,328 1,344 1,319

업무영역별

생산직 243 260 273
영업직 843 820 768
연구직 148 168 171
사무직 87 90 99
기타 - - -

고용 형태별
정규직 1,328 1,344 1,319

비정규직 - - -

성별
남자 645 644 635

여자 683 700 684

임원 7 6 8

한미정밀화학

전체

명

246 241 268

업무영역별

생산직 179 180 205

영업직 1 2 1

연구직 47 43 45

사무직 16 13 14

기타 - - -

고용 형태별
정규직 244 227 258

비정규직 2 17 10

성별
남자 200 195 207

여자 46 46 61

임원 3 3 3

한미약품은 직원만족경영을 위한 임직원의 건강관리 및 복지향상에 최

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다양

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군별, 직책별로 제공되는 한미약품의 사내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의 역

량개발과 성과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신의 수준높은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 프로그램으로 멘토링, 신입/경력사원 입문교

육, 팀장리더쉽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군별로 특화된 영업직군

의 온/오프라인 제품교육, 생산직군의 GMP, 문서/안전관리 교육 등을 주

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핵심인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내 H-MBA를 7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능력 제고 및 전문

성확보를 위한 상급학교 진학, 기타 사외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

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수강한 사내/사외교육 프

로그램은 e-HR 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기업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모든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노동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

수하며, 인권보장 및 고용안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노동과 강

제노동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장에서 임직원의 권리를 법

규, 규정에 따라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직원만족경영 성과

주요 고용 지표

본 직원만족경영 성과 보고에 활용되는 보고 지표들은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글

로벌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의 Topic Specific Standards를 참고하여 구성되

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발간되는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보고 범위인 서울 본사, 

평택공단, 팔탄공단, 기흥 연구센터 및 주요 종속사인 북경한미와 한미 정밀화학 모

두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미약품은 본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당사의 지속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나

타낼 수 있는 주요 데이터에 대하여 모든 보고범위를 대상으로 동일한 수준의 성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체계를 점진적으로 고도화 해 나갈 것입니다.

성과 지표 공개의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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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임직원 근속 및 휴직

주요 종속회사 임직원 근속 및 휴직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전체

평균 근속년수 연 5.6 5.5 5.5
퇴사 건수 명 306 387 312

퇴직률 % 12.9 15.9 13.6

신규 채용 명 459 351 459

신규 채용률 % 19.3 14.4 20

육아휴직
명 29 37 43

일(평균) 152 154 176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북경한미

평균 근속년수 년 3.8 4.3 4.5
퇴사 건수 명 446 413 294

퇴직률 % 31.2 30.7 22.3
신규 채용 명 383 319 259
신규 채용률 % 26.8 23.7 19.6

수유휴직
명 34 33 43

일(평균) 7 6 9

한미정밀화학

평균 근속년수 년 11.65 9.24 8.65
퇴사 건수 명 26 25 12
퇴직률 % 10.6 10.4 4.0
신규 채용 명 27 20 42
신규 채용률 % 11.0 8.3 22

육아휴직
명 2 1 4

일(평균) 259 245 112

한미약품 직원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 검토

주요 종속회사 직원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 검토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전체

직원 수 

명

2,095 2,085 2,271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

검토 대상
2,095 2,085 2,271

생산직

계 618 752 949
남자 426 526 659
여자 192 226 290

영업직

계 837 699 643
남자 819 676 613
여자 18 23 30

연구직

계 395 399 417
남자 193 199 208
여자 202 200 209

사무직

계 207 197 221
남자 105 104 116
여자 102 93 105

임원

계 38 38 41
남자 29 30 33
여자 9 8 8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북경한미

직원 수 

명

1,328 1,344 1,319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

검토 대상
1,328 1,344 1,319

생산직

계 243 260 273

남자 108 119 128

여자 135 141 145

영업직

계 843 820 768

남자 447 431 410

여자 396 389 358

연구직

계 148 168 171
남자 58 63 60
여자 90 105 111

사무직

계 87 90 99

남자 25 25 30
여자 62 65 69

임원

계 7 6 8

남자 7 6 7
여자 0 0 1

한미정밀화학

직원 수 

명

246 241 268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

검토 대상
246 241 268

생산직

계 179 180 205
남자 159 156 166
여자 20 24 39

영업직

계 1 2 1

남자 1 2 1
여자 - - -

연구직

계 47 43 45

남자 27 25 29
여자 20 18 16

사무직

계 16 13 14

남자 10 9 9

여자 6 4 5

임원

계 3 3 3

남자 3 3 3

여자 - - -

주요 종속회사 임직원 구성현황 및 다양성

한미약품 임직원 구성현황 및 다양성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북경한미

전체 직원 수

명

1,328 1,344 1,319

직군별

생산직 244 261 274
판매직 843 820 768
연구/개발직 149 169 173
본부(사무) 92 94 104

성별
남 645 644 635

여 683 700 684
장애인 고용 0 7 16

연령군별

30세 미만 692 646 557

30세~49세 622 683 746

50세 이상 14 15 16

한미정밀화학 명

246 241 268

직군별

생산직 89 135 205
연구직 34 43 46
사무직 123 63 17

성별
남자 199 193 210

여자 47 48 58
장애인 고용 1 1 0

연령군별

30세 미만 34 43 89

30세~49세 188 176 162

50세 이상 24 22 17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전체

전체 직원 수

명

2,095 2,085 2,271

직군별

생산직 618 752 949

영업직 837 699 643

연구직 395 399 417

사무직 207 197 221

임원 38 38 41

성별
남자 1,572 1,535 1,629

여자 523 550 642

장애인 고용 5 5 4

연령군별

30세 미만 157 149 744

30세~49세 1,901 1,887 1,468

50세 이상 37 49 59

한미약품 전체직원 평균보상액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한미약품

평균 연간 

총 보상
원 60,055,464 56,077,253 57,035,582

평균 연간 

총 보상 인상률
% 18% -7% 2%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전체
전체 

직원

여자
원

46,055,356 43,398,000 43,504,102

남자 56,507,686 52,055,614 52,609,428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북경한미
전체

직원

여자
위안

110,633 113,696 123,119
남자 120,424 124,146 139,115

한미정밀화학
전체 

직원

여자
원

48,852,444 36,395,695 40,634,037
남자 57,515,379 49,943,073 52,005,171

주요 종속회사 전체직원 평균보상액

한미약품 전체직원 평균 연 급여

주요 종속회사 전체직원 평균 연 급여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북경한미

평균 연간 
총 보상

위안 118,631 123,609 137,278

평균 연간 
총 보상 인상률

% 5% 4% 11% 

한미정밀화학

평균 연간 
총 보상

원 57,611,066 55,489,376 54,581,806

평균 연간 
총 보상 인상률

% 29% -3.7% -1.64%

*보상액 = 급여, 상여, 제수당, 퇴직금, 4대보험비의 합계액

*급여액 = 급여, 상여, 제수당의 합계액

*급여액 = 급여, 상여, 제수당의 합계액

*보상액 = 급여, 상여, 제수당, 퇴직금, 4대보험비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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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이사 및 감사 보수

주요 종속회사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미약품 이사회 및 임원 구성 현황

주요 종속회사 이사회 및 임원 구성 현황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전체

이사 및 
감사 
보수

인원수

임원

명

35 33 33

사외이사 1 3 3

자문위원 1 1 1

고문, 감사 1 1 4

계 38 38 41

지급 
총액

임원

백만 원

8,578.3 7,025.8 7,206.9

사외이사 72.5 135.6 138.0

자문위원 191.8 171.2 175.3
고문, 감사 72.5 40 402.3
계 8,915.1 7,372.6 7,922.6

1인당 
평균 
지급액

임원

백만 원

245.1 212.9 218.4
사외이사 72.5 45.2 46.0
자문위원 191.8 171.2 175.3
고문, 감사 72.5 40 100.6
계 234.6 194.0 193.2

이사회 
이사 및 
감사 
보수

(2017년 
9월)

인원수

사내이사

명

3 3 5
기타비상무이사 - - -
사외이사 2 3 3
감사 - - -
계 5 6 8

지급 
총액

사내이사

백만 원

1,358 1,029 1.668
기타비상무이사 - - -
사외이사 145 136 137.8
감사 - - -
계 1,503 1,165 1.805.8

1인당 
평균 
지급액

사내이사

백만 원

272 343 333.6

평균 
지급액

- - -

사외이사 73 45 45.93

감사 - - -

계 300 233 225.73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한미

정밀

화학

이사 및 
감사 
보수

인원수

사내이사

명

3 3 3
기타비상무이사 - - -
사외이사 - - -
감사 1 1 1
계 4 4 4

지급 

총액

사내이사

백만 원 

586 551 407
기타비상무이사 - - -
사외이사 - - -
감사 145 132 145
계 731 683 552

1인당 

평균 

지급액

사내이사

백만 원 

195 184 135
기타비상무이사 - - -
사외이사 - - -
감사 145 132 145
계 340 316 280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북경

한미

이사 및 
감사 
보수

인원수

사내이사

명

5 5 5

기타비상무이사 - - -

사외이사 - - -

감사 - - -

계 5 5 5

지급 

총액

사내이사

 CNY

7,493,926 4,757,187 6,514,046
기타비상무이사 - - -
사외이사 - - -
감사 - - -
계 7,493,926 4,757,187 6,514,046

1인당 

평균 

지급액

임원

 CNY

2,497,975 1,585,729 2,171.348
사외이사 - - -
자문위원 - - -
고문, 감사 - - -
사내이사 2,497,975 1,585,729 2,171,348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전체

이사회 및 

임원 구성 

현황

이사회 
구성원 수

사내이사

명

3 3 5
사외이사 2 3 3

30~50세 
임원 수

계 25 21 20
남자 16 15 15
여자 9 6 5

50세 이상 
임원 수

계 13 17 21
남자 13 15 18
여자 0 2 3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북경

한미

동사회 구성원 수
사내동사

명

5 5 5
사외동사 - - -

30~50세 임원 수

계 3 3 3
남자 2 2 2
여자 1 1 1

50세 이상 임원 수

계 2 2 2

남자 2 2 2

- - -

한미

정밀

화학

이사회 구성원 수
사내이사

명

3 3 3

사외이사 - - -

30~50세 임원 수

계 - 1 -

남자 - 1 -

여자 - - -

50세 이상 임원 수

계 3 2 3

남자 3 2 3

여자 - - - 

주요 거버넌스 지표 임직원 안전보건법 준수

한미약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합니

다. 임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환경이 임직원들에

게 직접적으로 신체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고, 철저한 

작업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공단‘인증과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우수 사업장‘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근로자 건강 및 안전 관리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한미약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로자대표(위원)를 포함한 10인, 공

장의 장을 포함한 분야별 임원 및 안전보건관계자(사용자 위원) 10명으

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4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통해 근로자 대표와 지속적으로 의사소

통 하고 있으며, 회의에서 발생된 안건 및 의결사항에 대해 가시적인 개

선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안전보건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는 참석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안전보건 개선사항

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반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

건 관련 규정은 근로자대표의 검토와 승인을 통해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

히 반영된 안전보건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계자

의 현장순찰 및 온라인 의사소통채널 등을 통해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있

습니다.

임직원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한미약품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배치 전 검진, 정기검진, 수시검진, 특

수검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해환경사업장에 배치되는 직원

들은 배치 전 검진을 수검합니다. 배치 전 검진 이후에는 주기에 맞추어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수검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 중 소견에 의해 추

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여 1년에 2번 상담을 진행하고, 적절

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직원

들에게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고용노동부가 정의하는 질병 요관

찰자 및 유소견자는 건강검진을 통해 개인별로 판정받은 질병(개인별 또

는 직업과 연관된 질병)에 대해 보건관리자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상담

을 실시하여 추적 관찰하고 건강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임

직원 건강증진의 날을 시행하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골격계 유

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건강유해요인제거 및 개선으로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미정밀화학은 근로자와 임직원의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제공하며, 근로자재해 보장보험 가입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경한미의 경우 북경시 안전감독국, 북경시 노동사

회보장국, 공안부소방국, 북경시 품질기술감독국과의 협의를 통해 근로

자의 보건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현황 및 주요 안건/개선사례

실시일자 참석자

•연 4회
•근로자위원 10명

•사용자위원 10명

안건 개선사례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개선 요구사항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정도관리 우수업체 변경

•보건관리실 확대운영

•야간근무자 휴식공간 제공

•방독마스크 겸용필터로 개선

•무재해운동 추진

•화학물질 취급관리 개선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통한 소음 발생지역 개선

• 안전보건 우수부서 선정 및 포상

(매분기 개최 시 해당 안건에 수시 개선)

한미약품 직장 내 안전보건

주요 종속회사 직장 내 안전보건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팔탄 공단

총 근로자 수
명

501 517 566
재해자 수 0 0 0
산업 재해율

%
0 0 0

휴업도수율 0 0 0
총 근로시간 시 973,944 995,104 1,070,048
손실일수 일 0 0 0
손실일수율 % 0 0 0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북경한미

총 근로자 수
명

1,428 1,344 1,319
재해자 수 3 1 3
산업 재해율

%
0.20% 0.07% 0.20%

휴업도수율 0 0 0
총 근로시간 시 2,981,664 2,806,272 2,754,072
손실일수 일 217 7 194
손실일수율 % 1,428 1,344 1,319

한미정밀화학

총 근로자 수
명

246 241 254
재해자 수 0 0 0
산업재해율

%
0 0 0

휴업도수율 0 0 0
총 근로시간 시 586,464 574,544 603,504
손실일수 일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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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및 관리

직접적 업무상 질병 및 비 직업 관련 질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약

품은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작업환

경측정 및 관리 방안으로 1년에 2번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제

품 생산 및 기술개발 단계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요소에 대해 법에서 

정한 노출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과 발생 시, 즉각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임직원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도록 신속

하게 조치사항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정밀화학은 정기적 건강검진 외에도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은 특수 현장근로자 및 연구원에게는 특수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한미정밀화학은 이처럼 업무 환경으로부터 임직원들의 건강을 지

키고, 질병의 발생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북경한미

의 경우, 현재까지 파악된 특정 직업상, 비직업상 관련 건강장애는 없습

니다. 북경한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

강상 위험 질병 예방을 위해 주기적 건강검진 및 대질병보험 가입을 지속

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노사관계

한미약품은 경영활동에 임직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팔탄공단과 

평택공단을 중심으로 매분기 직원협의회를 통해 임직원과 소통하고 있

습니다. 직원협의회 운영와 함께 온/오프라인 사내게시판을 통해 인사제

도, 평가보상, 복리후생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회사와 임직원간 쌍

방향 협의합니다. 

한미정밀화학은 근로자 대표와 노사협의회 간 정기적 모임을 갖고 지속

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업 변동을 임직원들에게 알리고, 

필요에 따라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중대한 현

안뿐 아니라 인사제도, 보상, 복리후생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

습니다. 일례로, 취업규칙 등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논의 시, 과반수의 동

의를 얻어야 합니다. ‘생마토(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토의)’라고 지칭되는 

해당 협의 통해 임직원과 노사 간 원만하고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경한미는 공회 대표와 정기적으로 노사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근로자들의 보건안전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임직원 복리후생

한미약품은 상근직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건강검진 및 명절과 근로자의 날, 그리고 생일에 복지포인트를 지급

하고 있으며, 장기근속자(10년, 20년, 30년) 포상과 임직원 경조사비 

및 출산용품, 식대보조, 교통비보조와 같은 임직원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직원들에게 콘도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 한•중 교류를 위한 북경한미 우수직원 한국방문행사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노사협의회 운영

주요 종속회사 노사협의회 운영

임직원 복지 증진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전체
전체 사업장 수 개 4 4 4
내용 •팔탄공단을 중심으로 직원협의회 운영 중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북경한미

전체 사업장 수 개 1 1 1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치의 내용
•공회 설립을 유지함

한미정밀화학

전체 사업장 수 개 1 1 1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치의 내용

•노사협의회를 운영함

•취업규칙 변경 시 과반수 동의를 진행함

구분

임직원 

의료지원

•연1회 건강검진 비용 지원 : 임원 종합검진 / 직원 공단검진 
(당해년도 비대상 포함)

임직원 

경조사지원

•조사 : 조의화환, 조사용품

•본인/자녀 결혼 : 축하화환

•출산 : 신생아 용품

제휴업체

할인혜택 제공

•복지포인트를 이용한 복지몰 입점 업체 할인 제공 
(쇼핑몰, 병원, 여행사 등)

•1인당 연 3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 
설, 추석 10만원 / 생일 5만원 / 근로자의 날 5만원

기타
•법인 콘도 회원권을 이용한 임직원 숙박 할인 제공 (추첨)

•중식당 “어양” 임직원 할인 제공

공급망 관리 

한미약품은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엄격한 기준

을 충족하는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선정하는데 세심한 노력을 쏟고 있습

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정거래법규 준수를 통한 부당행위 사

전방지를 위해 ‘한미 구매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를 통해 모든 협력사에 동등한 납품기회를 제공하여 불공정한 구매행

위로 우량업체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2~5년 주기 ‘공급자 정

기 Audit’ 과 ‘우수협력사 선정’을 실시하여 품질뿐만 아니라 필요 시, 환

경•안전•보건 등 업무환경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 최고품질의 의약품생산과 협

력업체 동반성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끊임없

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반부패활동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전체

반부패교육

신입사원

총 교육횟수 회 2 3 3
참여인원 명 478 360 511
총 교육시간 시간 6 7 6

국내 
사업부

총 교육횟수 회 9 5 6
참여인원 명 880 770 717
총 교육시간 시간 9 5 6

전체

총 교육횟수 회 8 1 1
참여인원 명 2,196 2,188 2,356

시간 4 0.5 1

부패사건에 
대한 조치

보직해임, 감급, 견책 명 131 35 18
부패위험의 분석

개

- - 5
부패위험의 
분석

부패진단이 실시된 
사업장 수

3 3

반부패 및 윤리경영 관련 지표

한미약품 구매 윤리강령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 이익 이외의 어떤 고려도 해서는 안된다.

협력업체와의 모든 구매활동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담합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거래처 선정 및 등록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행한다.

지연, 학연 등 친분을 중시한 거래를 배제하고, 공정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협력업체로부터의 특대 및 어떠한 형태의 사적인 선물을 일절 받지 않는다.

우월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회사의 주요 정보를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모든 구매활동에 있어서 허수 및 허위보고를 하지 않으며, 항상 투명한 원칙에 준한다.

아사 직원에게 접대를 하거나 개인적인 선물을 하는 업체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거래중지

의 처분을 받게 됨을 상기시킨다.

만약 위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회사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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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신규 협력업체 평가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전체

전체 협력업체 수
개

29 47 41
신규 협력업체 수 36 80 27

전체 구매액 억 원 2,821 3,736 3,922

주요 종속회사 신규 협력업체 평가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북경

한미

공급업체 합계

개

102 119 97
신규 공급업체 수 32 39 13

공급업체 중지 28 18 39
공급업체 변경 0 5 4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전체

사회공헌 

활동비

억 원

1.5 1.7 2.1

후원 및 기부 0.4 9.7 50.3
현물(의약품) 

기부
13.3 2.7 8.8

기부금 합계 13.7 12.4 59.1

헌혈 참여 인원 명 423 681 623

봉사 임직원

(수/시간)
명/시간 0 25/100 234/774

한미약품 사회공헌 추진성과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북경

한미

현금 기부

천CNY

106 281 2,732
현물 기부 205 131 4,512
기부금 합계 311 412 7,244
임직원 인당 
봉사시간

시간
연 193X5시간

965시간

연 171명X5시간

850시간

연 203명X5시간

1,015시간

봉사단 
임직원수

명 60 60 171

주요 종속회사 사회공헌 추진성과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전체
인권 관련 교육 이수 임직원 수 명 2,095 2,085 2,266
인권 관련 교육 시간 시간 1 1 2

한미약품 인권교육을 받은 근로자

인권보호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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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제3자 검증의견서

한미약품㈜ 경영진 및 이해관계자 귀중 

서문

한국표준협회(이하 ‘검증인’)는 한미약품으로부터 ’2017 CSR Report‘(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검증인은 한미약품이 작성한 보고서에 포

함된 데이터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독립적인 검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주장과 성과에 대한 책임은 한미약품에 있습니다.

독립성

검증인은 독립된 검증기관으로서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한미약품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고 있지 않으며 독립성을 저해

할 수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검증표준 및 수준 

검증인은 AA1000AS(2008)의 검증 기준에 따라 포괄성, 중요성 및 대응성 원칙의 준수여부 및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신뢰도를 ‘일반 수준(moderate)’으로 검증하였으

며, GRI Standards에 의거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검증유형 및 범위 

검증인은 AA1000 검증표준(AA1000AS)에 따라 유형2 (Type 2)에 해당하는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한미약품의 주장과 보고서에 담긴 성과정보의 정확성을 평가하였

음을 의미합니다. 검증범위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보고 기간 동안 한미약품의 지속가능경영 정책과 목표, 사업, 기준, 성과 등 

시스템과 활동을 중점으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사회 데이터와 광의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재무 데이터를 검증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검증은 중요

성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로 제한되었습니다. 

검증방법  

검증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범위와 관련한 정보, 자료 및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한미약품 지속가능경영 담당자와의 서면 질의

•한미약품의 CSR보고서 초안 데이터 분석/ 검증

•재무 실적 데이터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공시자료의 일치 여부 검토

•내부문서 및 기초자료의 추적 검토

검증결과 및 의견[검증 원칙/ 프로세스 차원]

검증인은 보고서 초안에 수록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고서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 중 중대한 오류나 부적절

하게 기술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검증인은 ‘2017 한미약품 CSR보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포괄성> 한미약품이 지속가능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켰는가?

한미약품은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 이해관계자 참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참여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미약품

은 정부 및 기관 단체, 주주 및 투자자, 제품유통자(병원,약국 등), 제품사용자(환자 등), 동종업계 및 관련 협회, 언론기관, 지역사회•NGO, 협력사 및 사업파트너, 임

직원 등 내부이해관계자 등 9개 그룹으로 이해관계자를 분류하고, 이해관계자 그룹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요성> 이해관계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중요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시켰는가?

한미약품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제외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GRI Standard에서 제공하는 33개 지속가능성 주제 중 한미약품이 각 주제

와 관련하여 발생시키거나 받는 영향력(Magnitude)과 한미약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Likelihood)에 대해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효

성평가를 통해 조정하여 보고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응성>한미약품이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한미약품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관심사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이해관계자 이

슈에 대한 한미약품의 대응활동이 부적절히 보고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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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적용수준 검토

검증인은 본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Core Option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한미약품이 제공한 자료에 기반하여 다음의 공통표준(Universal Standards) 

및 특정주제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 지표에 관련된 내용이 제시된 자료에 기반하여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공통표준(Universal Standards)

검증인은 보고서가 Core Option의 공통표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래의 지표를 검증하였습니다.

102-1 to 102-13(조직 프로필), 102-14(전략), 102-16(윤리 및 청렴성), 102-18, (지배구조), 102-40 to 102-44(이해관계자 참여), 102-45 to 102-56(보고관행), 103(경영

접근방식)

특정주제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 

검증인은 보고항목 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도출된 중요 주제(Material Topic)에 대한 세부공개항목을 확인하였으며, 아래의 공개항목(Disclosure)을 검증하였습니다.

•경제 : 201-1, 206-1, 

•사회 : 413-2, 415-1, 416-1, 417-1, 418-1

•환경 : 302-1, 303-1, 303-3, 305-1, 305-2, 305-7, 306-1

개선 권고사항[실행 성과/ 이슈 차원]

검증인은 한미약품이 전체 조직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및 지속적인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권고 드립니다. 

•경제성과 :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데 앞장서는 한미약품은 의약품 합성기술 자체 개발을 시작으로 개

량 및 복합신약, 혁신신약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1호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로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세계 다양한 국가의 고객 및 

여러 협력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 외환위험, 금리위험 등 재무적 위험관리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도 포함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사

전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전 세계의 이해관계자에게 한미약품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경분야 : 한미약품이 환경경영을 수행하는데 있어 환경오염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환경경영 시스템을 마련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환경 개선 목표 등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개선 계획 및 활동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환경 오염 저감을 위해서 환경 부하와 연관된 표준작업절차

(SOP)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경영에서 중장기적인 목표관리는 한미약품의 지속적인 개선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CSR보고서를 통한 이해관계자와 커뮤

니케이션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개선이 요구됩니다 

•사회분야 : 한미약품이 창조와 도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제약강국, 대한민국’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정거래, 윤리경영, 지역사회 공헌 등 주요 이해관계자는 물론 산업 

전반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연구개발을 통한 보건의료 정책 효과 제고, 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업의 

본질에 기반한 사회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경영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경영 현장에 반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는 한미약품의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에 대

한 진정성있는 노력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활동의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측정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체계 고도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차후 발간되는 보고서에서는 신설된 CSR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CSR 과제 선정 및 운영 실태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의 체계적인 관리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8년 4월

한국표준협회 회장  이 상 진

2017년 GRI Content Index

Introduction & Hanmi Overview

Section Standard No. Title Page

한미약품 소개 102

01 조직의 이름 5

02 조직의 활동, 브랜드, 제품, 서비스 5

03 본사의 위치 5

04 사업장의 위치 5

05 소유 유형 및 법적 형태 5

06 진출 시장 5

07 조직의 규모 5

11 사전예방 원칙이나 접근법 2-3

14 상위 의사 결정자로부터의 선언 2-3

45 연결 재무 상태표에 포함된 기업실체(Entity) 5

50 보고 기간 속표지

51 최근 보고 일자 속표지

52 보고 주기 속표지

53 보고서와 관련된 질의를 위한 연락처 속표지

54 보고서의 GRI Standards 부합 정도에 대한 주장 속표지

기업가치 소개 102 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 규범 8

한미약품 비즈니스 모델 102 09 공급망 9

기업지배구조 & 주요 
종속회사의 지배구조

102

15* 핵심 영향, 위험, 기회 13

18 거버넌스 구조 13

20* 경제, 환경, 사회적 주제에 관한 임원급 책임자 14

21* 경제, 환경, 사회적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14

22* 최고위 거버넌스 기구과 그 산하 위원회의 구성 13-14

23* 최고위 거버넌스 기구의 의장 13-14

24* 최고위 거버넌스 기구의 임명과 선정 13-14

26* 목적, 가치, 전략 수립에 대한 최고위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13

29*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의 분석과 관리 14

30*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효과성 14

31* 경제, 환경, 사회적 주제의 검토 14

32*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최고위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14

33* 중대 사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14

한국표준협회는 1962년 한국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산업표준화, 품질경영, 지속가능경영, KS•ISO인증 등을 기업에 보급•확산하고 있는 지식서비스 기관입니다. 특히, ISO 26000 국내간사기관, GRI 지정

교육기관, AA1000 검증기관, 대한민국지속가능성지수(KSI) 운영기관, UN CDM운영기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70

*Core Option에 해당하지 않는 지표이나 추가로 관련 내용을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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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Sustainability Topics  

Section Standard No. Title Page

2017 중요 지속가능성  
주제 선정 결과

102

40 이해관계자 그룹의 목록 19

42 이해관계자 파악과 선정 19

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19

44 제시된 핵심 주제 및 사항 19

46 보고 내용 및 주제의 경계에 대한 정의 20

47 중요 주제의 목록 19-20

103 01 중요 주제와 그 주제의 경계에 대한 설명 1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양질의 수익 창출

102
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 규범 26-28

17 윤리에 관한 권고 및 관심 26-28

103

01 중요 주제와 그 주제의 경계에 대한 설명 21

02 관리 방식과 그 구성요소 21-28

03 관리 방식의 평가 21-28

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102 13 협회 가입 현황 30

103

01 중요 주제와 그 주제의 경계에 대한 설명 29

02 관리 방식과 그 구성요소 29-35

03 관리 방식의 평가 29-35

203** 01 지역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31-35

고객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

103

01 중요 주제와 그 주제의 경계에 대한 설명 38

02 관리 방식과 그 구성요소 38-40

03 관리 방식의 평가 38-40

416* 01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영향을 평가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 38-40

417* 01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 절차에 요구되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리고 해당 정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

38-40

연구개발을 통한 
사회가치 창출

203** 02 유의미한 간접 경제 효과 41-47

2017 Financial & Non-Financial Statements

Section Standard No. Title Page

재무성과 201* 01 직접적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49

환경성과

301** 01 중량 및 부피 기준 원재료 사용량 50

302** 01 조직 내에서의 에너지 소비 50

303**
01 수원별 취수량 50-51

03 재활용 및 재사용된 용수 51

304** 03 보호 혹은 복구된 서식지 52

305**

01 직접(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51

02 에너지 간접(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51

07 질산, 황산, 기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1

306**
01 수질 및 최종 도착지별 용수 방류량 52

02 유형 및 처리 방법 별 폐기물량 52

직원만족경영성과

102

07 조직의 규모 53

08 임직원 및 기타 노동자에 대한 정보 53

10 조직 및 그 공급망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 57

38 연간 총 보상 비율 55

39 연간 총 보상 비율의 증가율(%) 55

41 단체 교섭 협약 58

205**
01 부패와 관련된 리스크 평가를 거친 사업장 59

0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59

401**
0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연령별, 성별, 지역별) 54

02 주요 사업장별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58

403**
01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모니터 및 자문을 지원하는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근로자 비율 57-58

03 업무상 질병 발생률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 57-58

404**
02 지속적인 고용을 근로자의 취업능력을 유지하고 은퇴 후 관리를 도와주는 직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53

03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성별, 근로자 범주별) 54

405**
01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성별, 연령별, 소수집단별, 기타 다양성 지표별) 56

0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근로자 범주별, 주요 사업장별) 55

412** 0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근로자 훈련 시간 및 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비율 59

*2017년도 중대주제 관련 Standard임

**중요 주제(Material Topic)와의 관련성은 적으나, 보다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자 관련 내용을 수록함

*2017년도 중대주제 관련 Standard임

**중요 주제(Material Topic)와의 관련성은 적으나, 보다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자 관련 내용을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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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본문 내에 수록되지 않은 GRI Index에 대한 색인

Section Standard No. Title Page

Appendix

102

12

외부 이니셔티브 
·한미약품은 현재 지속가능경영 및 CSR과 관련된 주요 외부 이니셔티브에 가입·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당사의 CSR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알릴 수 있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탐색하여 가입하겠습니다.

66 (Index 내)

48
정보의 재 서술 
·본 보고서는 한미약품이 발행하는 첫 번째 CSR보고서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재 서술된 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발간되는 보고서에서 본 보고서 내의 정보가 명시될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겠습니다.

66 (Index 내)

49
보고상의 변화 
·본 보고서는 한미약품이 발행하는 첫 번째 CSR보고서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 포함된 중요 주제의 경계에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발간되는 보고서에서 중요 주제의 경계가 변화될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겠습니다.

66 (Index 내)

55 GRI content index 63-66

56 외부 검증 61-62

206* 0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2017년 내에 취해지거나 과거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법적 조치가 없었습니다.

66 (Index 내)

301** 02
원재료 사용량 중 재활용 재료 투입량 
·제약 원재료의 경우 고객 여러분에게 제품의 안전성을 최대한으로 담보하기 위해 원재료의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미약품은 원재료를 재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66 (Index 내)

408** 01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한미약품의 전체 사업장 중에서,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66 (Index 내)

409** 01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한미약품의 전체 사업장 중에서,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66 (Index 내)

413* 02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지역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한미약품의 전체 사업장 중에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에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66 (Index 내)

415* 01
기부한 정치자금의 총 규모(국가별, 수령인/수혜자별) 
·한미약품의 전 사업장은 모든 유형의 정치자금 기부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국가들에서 운영됩니다. 
이에 한미약품의 전 사업장에서는 정치자금의 기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66 (Index 내)

418* 01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2017년에는 고객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처리, 활용과 관련하여 접수된 불만이 없었습니다.

66 (Index 내)

419** 01

제품, 서비스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규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 및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와 비금전적 제재의 횟수 
·2017년에는 제품 공급이나 사용에 관한 주요한 법규 위반 건수가 없었습니다.

66 (Index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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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중대주제 관련 Standard임

**중요 주제(Material Topic)와의 관련성은 적으나, 보다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자 관련 내용을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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