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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한국애브비, 크리스마스 맞이 ‘생화트리 만들기’ 클래스 진행 
 

대한민국 서울, 2019 년 12 월 23 일 –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난 5 일, 애브비 본사 지하 2 층 성실홀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DIY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23 일 밝혔다. 

 

이번 클래스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벼운 점심 식사와 함께 50 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런치앤런(Lunch&Learn)’으로 진행됐다. 참여한 직원들은 전문 플로리스트의 

지도 아래 준비된 다양한 재료를 활용, 각자의 개성이 담긴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다.   

 

실제 전나무와 소나무 등의 가지로 미니 트리를 세우고,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오너먼트와 전구 

등을 장식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담소를 나누며 각자의 개성과 솜씨를 발휘한 

생화트리를 완성했으며, 다 만든 트리는 기프트 박스에 담아 소중한 가족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클래스에 참여한 한국애브비 강경식 차장은, “아이가 매년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려서 어떻게 집안을 꾸밀까 고민 중이었는데, 직접 만든 트리를 

가져가면 아이에게 큰 점수를 딸 수 있을 것 같다”며, “완성된 트리를 사서 장식만 하다가 이번 

기회에 생화트리를 내 손으로 만들어 보니 마치 어린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도 든다. 나 

또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듯하다”고 말했다. 

 

한국애브비 강소영 대표이사는, “애브비는 일과 생활에서 직원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런치앤런을 진행해 왔는데, 지난 어버이 날 카네이션 꽃바구니 클래스에 이어 이번  프로그램에도 

많은 직원들이 참여했다”며, “직원들의 역량 개발과 조화로운 일·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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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는 런치앤런 외에도 기업과 직원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가족친화 및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7 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재택 근무, 핵심 

근로 시간제 등의 스마트워킹 제도와 패밀리 데이, 연말 재충전 휴가제도 등이 있다. 이외에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리더 및 외부 리더십 전문가들의 교육을 제공하는 LDP-tube, 

LDP-Live, 애브비 온라인 교육 캠퍼스, 애브비 휴넷, 영업/마케팅 교육, 액션러닝 등이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글로벌 제약사 중 유일하게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사진캡션]  

한국애브비가 지난 5일, 애브비 본사 지하 2층 성실홀에서 임직원 대상으로 ‘DIY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했다.  

 

애브비에 대하여 

애브비는 연구 기반의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어렵고 심각한 질환들을 

치료하는 혁신 치료제 개발에 헌신한다. 당사의 미션은 전문성, 헌신적인 직원들, 혁신을 향한 

독창적인 접근법을 통해 네 개의 중요 치료 영역인 면역학, 종양학, 바이러스학, 신경과학 분야에 



 
 

AbbVie Ltd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21    (OFFICE) 02-3429-9300  

삼탄빌딩 6 층                                (FAX) 1800-0354 

(06182)                                             abbvie.co.kr 

걸쳐 치료법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애브비의 직원들은 75개국 이상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다. 당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abbvie.com 방문, 트위터 계정@abbvie 팔로우, 페이스북과 링크드인, 인스타그램에서도 관련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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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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