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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더 건강한 일상을 만들다’ 

한국오가논, 창립 임직원 소회와 포부 담은 영상 인터뷰 시리즈 공개 
 

⁻ 김소은 대표 및 창립 임직원들이 각자 역할에서 품고 있는 열정 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풀어내 

⁻ 오가논 가치 실현하며 기업문화 일구고 여성건강 증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 다양한 에피소드 담아 

⁻ 오늘부터 매주 한편씩 6 주 동안 공개 예정, 공식 홈페이지와 링크드인,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 
 
서울, 2022 년 5 월 18 일 – 한국오가논(대표 김소은)은 출범 후 다양한 역할과 직무에서 노력하고 

있는 창립 임직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 인터뷰 시리즈 ‘변화, 더 건강한 일상을 

만들다’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채널에 공개한다. 
 
총 6 편으로 구성된 이번 인터뷰 시리즈는 오늘부터 매주 한편씩 공개될 예정이며, 한국오가논의 

기업 가치인 끝없는 도전, 열정, 진실성, 책임감, 동반성장,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더 나은, 

더 건강한 일상’이라는 하나의 미션을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창립 

임직원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작년 오가논 출범 후, 하나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궈가는 사내 문화가 큰 원동력이 되는 한국오가논의 일면을 볼 수 있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겪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환자들의 더 건강한 일상에 

기여한다는 것에 대한 임직원 개개인의 업에 대한 애정과 보람도 엿볼 수 있다. 
 
오늘 공개된 ‘시작을 한다는 것’ 편에서는 김소은 대표가 출범한 회사를 이끌며 중점을 두었던 

것과 자신이 생각하는 리더십에 관해 이야기한다.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함께 이해하고 

나아가고자 노력하며 겪은 에피소드와 그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진실성의 가치를 소개한다. 

이어 공개될 ‘공감을 한다는 것’ 편에는 제품들의 가치에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는 세일즈와 마케팅 업무 담당자들의 경험들이 담겼으며, ‘약속을 지킨다는 것’ 

편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품질 및 약물감시 담당자들의 숨은 일상과 이들이 느끼는 

책임감의 의미를 들어볼 수 있다. 또한, ‘함께 성장한다는 것’ 편은 교육의 관점에서 조직 

구성원이 지속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노하우와 긍정적인 변화를 소개했고, ‘설렘을 

느낀다는 것’ 편은 의사 출신 의학부 담당자가 바라보는 여성건강 미션의 필요성과 한국오가논의 

도전 현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것’ 편에서는 바람직한 사내문화 형성을 위해 

임직원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구성된 사내 태스크포스 팀인 OCC(Organon Culture Creator)팀이 

그동안의 활동 및 다양성을 존중하는 임직원들의 소통 방식에 대해 말한다. 
 
김소은 대표는 “한국오가논 직원들은 환자들의 더 나은, 더 건강한 일상을 만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남다른 열정과 진정성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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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후 지난 1 년 동안 일궈낸 발자취는 앞으로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가 

됐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미션과 가치를 구성원 모두 함께 공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임직원 인터뷰 영상은 한국오가논 홈페이지(organon.com/korea/)와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드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한국오가논은 지난 2021 년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노사문화 우수기관 대상을 수상했으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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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한국오가논 영상 인터뷰 시리즈_김소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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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한국오가논 영상 인터뷰 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