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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분사된 애브비, 그 시작은 1888년 

환자 치료에 힘써 온                

125년 

치료하기 어렵고 
심각한 질환 치료제 개발 

환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주목할만한 변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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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 애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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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PHARMA 

BIOTECH 바이오 제약기업 
바이오테크 
집중적이고 

혁신적이며 민첩한 
기업 문화 

전통적 제약기업 
규모와 자원을 
갖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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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는 장기간 확립된 제약기업의 전문성과 체계를 기반으로 
최첨단 바이오테크 기업의 집중과 열정을 더해 

세계적으로 복잡하고 심각한 질환들을 치료하는 혁신적 치료제를 개발ㆍ제공합니다 



전세계에 미치는 글로벌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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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개 이상 국가에 의약품 공급   |   12개 제조 시설   |    6개 연구 시설 

• 본사 소재    : 미국 일리노이 주 노스 시카고 
• 전세계 직원숫자 : 약 28,0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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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 소개 

• 설립연도: 2013 

• 직원숫자: 약 100명 

• 소재: 서울 강남구 대치동 

• 대표이사: 유홍기  

• 주요 수상 및 인정 

– 2015 GPTW Institute ‘Best 
Workplaces in Asia’선정 

– 2015 고용노동부 ‘노사문화우수기업 

– 2015 한국유니세프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 2015 GWP Korea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기업’ 대상(3년 연속) 

– 2015 GWP Korea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2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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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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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경험에 대한 이해 

환자 

질환 

제조 

경험 

제도 

배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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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진행 단계들에 대한 이해  

의약품 개발, 제조, 배송 전반  

이해 기반한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료법 제공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이해 

환자 지원 프로그램 



치료가 절실한 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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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질환 

신경과학 질환 

면역 질환 

암 

신장 질환 

여성 질환 

알츠하이머• 정신분열증 • 다발성 경화증 • 진행성 파키슨병 

포도막염 • 화농성 한선염 • 소아 크론병 • 류마티스 관절염 
• 염증성 장질환 • 건선 

C형 간염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 다발성 골수종 • 유방암 선행치료, 
급성 골수성 백혈병, 뇌전이 및 기타 암 
  

• 당뇨병성 신부전 

자궁 내막증 • 자궁 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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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질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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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munology: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건선, 건선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방사선학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이 
확인되지 않는 중증 축성 척추 관절염, 베체트 
장염, 화농성 한선염, 소아 크론병,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 (소아 강직성 척추염과 비슷하게 분류 
되는 질환), 소아 건선 등 다양한 면역 
관련질환 치료 항TNF 제제/생물학적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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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rology: 전세계 널리 사용되는 HIV/AIDS 환자  

     치료 단백분해효소 억제제 

• Anesthesiology: 전신 혹은 국소 부위 마취 

• Neonatology: 기관지폐이형성증이나 선천성  

    심장질환 환아, 미숙아 등 고위험 영유아의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 예방  

    단일클론항체 

• Nephrology: 만성 신부전 합병증인  

    이차적부갑상선기능항진증을 치료ㆍ예방 

• Neurology: 기존 치료제로 조절되지 않는 

    파킨슨병 환자 운동 기복 조절 치료 



중증 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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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면역학, 간질환, 종양학, 신장질환, 신경과학, 여성 건강 치료 영역에서  

다수의 제3상 임상시험 진행 중 

바이오의약품이 30%이상으로 전문분야에 집중된 파이프라인 

신약후보물질의 수급을 통한 파이프라인 강화 

2020년까지 20여 종 새로운 치료제 출시 예상 

최근 몇 년 동안 개발 진행 중인 신약후보 물질의 수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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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연구개발로 파이프라인 강화 

• 신기술  집중 투자 

• 효율적 연구개발 프로세스 수립 

•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 

• 의학·과학 · 운영 부문의 집중적 전문성 축적 

• 새로운 연구 방법 개발 

• 임상시험 시행 

• 전세계 각국 최고 인재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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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 임상시험 윤리 규정  

•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엄격한 평가 

• 프로세스 및 결과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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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전략 및 노력 



환자 건강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여 

한국애브비 

• 건강 소외 이웃에 찾아가는 애브비 
액션 데이와 Week of Possibilities 

•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만성콩팥병 
환자를 위한 복지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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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 10억 여명의 환자가 고통받고 있는  

   열대 풍토성 소외 질환에 대한 치료제 

   공동 개발 및 협력 

• HIV/AIDS 퇴치를 위한 파트너십 

• 과학 교육 지원 

• 환자 지원 프로그램 
 



PEOPLE. PASSION. POS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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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REPRESENT A NEW BIOPHARMACEUTICAL COMPANY 
장기간 쌓아온 제약기업 전문성과 안정적 사업 역량에 바이오테크의 혁신을 더해, 

세계적으로 치료가 힘들고 복잡한 의학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PEOPLE. PASSION. POSSIBILITIES. 
애브비 직원들은 우리가 하는 일과 열정을 통해 가능한 것을 재정립하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갑니다.  
 

REMARKABLE IMPACT 
환자를 위한 주목할만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회사 소개 | 2016년 2월 



AbbVie is Recognized as Premier Employe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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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Workplaces 
in Asia 
2015 

“약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3 

 

2013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GWP, 일하기좋은기업,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혁신리더상 

2014 

 

문화체육관광부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2014 

2015 
유니세프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2015 
고용노동부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 

 

2013 

GWP, 일하기좋은기업 

GWP, 일하기좋은기업,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2015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일에 대한 사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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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및 만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의 
발견·개발·보급 

환자의 건강한 삶과 보건의료 
체계에 중대한 기여 

 www.abbvie.com            

      www.abbvi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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