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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한국애브비, 직원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2 ‘WOW(Week of Well-Being)’ 캠페인 개최 
 

- 애브비, 전 세계 임직원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돕기 위한 ‘제7회 WOW(Week of Well-

Being)’ 실시 

- ‘Make It Your Own’을 주제로 변화에 집중(Focus on Change), 이유 찾기(Find Your Why), 계획 

세우기(Have a Plan), 행동하기(Take Action), 성공을 축하하기(Celebrate Success)테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주간 진행 

 

서울, 2022년 3월 14일 –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가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주 간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웰빙 캠페인 ‘WOW(Week of Well-Being)’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WOW 는 전세계 애브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으로, 

해당 기간 직원들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AbbVie Vitality’에 접속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보를 제공받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으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본인의 

사진과 비디오 등을 전 세계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다. 

 

2022 WOW 에서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Make It Your Own)’를 주제로 변화에 집중(Focus 

on Change), 이유 찾기(Find Your Why), 계획 세우기(Have a Plan), 행동하기(Take Action), 성공을 

축하하기(Celebrate Success) 다섯가지 테마에 따라 영양 및 신체활동, 무술·일렉트릭 

기타·수영·디자인 등 관련 전문가 수업 등 다채로운 직원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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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 내실을 더했다. 첫째 날에는 과일 

선물(Welcome fruit)을 마련해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게 WOW 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날에는 ‘건강한 운동습관 만들기’를 위한 WOW 요가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한다. 최고의 

프리메드 요가마스터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요가와 호흡 및 명상법을 알려주어 신체적, 

정신적 평온을 찾도록 도와준다.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해 가족들과 함께 참여 가능하다. 

 

넷째 날에는 ‘행동하기(Take Action)’를 주제로 나의 영양상태를 알고 맛있고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WOW Nutri 쿠킹클래스’를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한다.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50명에게 요리 

재료가 담긴 박스를 배송, 자택 부엌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영양마스터와 건강요리 전문 쉐프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요리로 ‘매콤 오일파스타’와   ‘후무스(Hummus)’ 요리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임직원들의 WOW 참여 및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WOW EVENT도 진행된다.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한주간 실천하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공유하면 우수 

참여자 대상으로 기프티콘을 선물할 예정이다.   

 

한국애브비 강소영 대표이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삶이 위축되고 에너지가 떨어진 상황에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세팅을 통한 대처가 중요하다”며 “올 해의 WOW 캠페인이, 직원들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두루 돌보며 삶의 활력을 충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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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는 임직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WOW 

(Week of Well-Being)’ 캠페인을 진행한다. 

 

애브비에 대하여  

애브비의 사명은 현재의 심각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발생할 의료분야의 도전을 이겨낼 

혁신적인 의약품을 발견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당사는 면역학, 종양학, 신경과학, 안과학, 

바이러스학, 여성건강, 소화기내과의 중점 치료분야와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당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abbvie.com 을 

http://www.abbvie.co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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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거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링크드인의 애브비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 서울 본사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에 걸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상세 정보는 www.abbvi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https://twitter.com/abbvie
https://www.facebook.com/AbbVieGlobal/
https://www.instagram.com/abbvie/
https://www.youtube.com/user/AbbVie
https://www.linkedin.com/company/abbvie/
http://www.abbvi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