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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한국애브비, 제 5 회 ‘에이워크(A-Walk) 2020’ 직원들 걷기 캠페인으로 

암∙희귀난치질환 환자 지원 매칭 기부 실시해 
 

- 올해로 5년째 ‘에이워크(A-Walk)’ 캠페인 진행, 참여직원 총 걸음수에 따라 회사가 매칭 

기부 

- 직원들의 건강관리는 물론 창의성을 일깨우고, 희귀질환 환자도 돕는 일석삼조 캠페인 

 

[2020년 10월 5일, 서울] –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가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희귀·난치질환 환자 등을 위한 걷기 캠페인 ‘에이워크(A-Walk) 2020’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5년째 진행되는 에이워크(A-Walk)는 직원 참여형 한국애브비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한국애브비는 직원들이 건강을 관리하며, 뇌의 기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호르몬 

생산 활성화도 도울 수 있는 걷기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독려한다. 동시에 참여한 직원들의 총 

걸음 수에 비례하는 회사 매칭 금액으로 암∙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의 걸음걸이 수를 합산한 총 걸음 수에 따라 후원금이 결정된다. 5천 

만걸음 달성 시 500만 원, 5천5백만 걸음 달성 시 600만 원, 6천만 걸음 달성 시 700만 원이 

후원될 예정이다. 직원 참여 독려를 위해 개인별 40만 걸음 달성 시 치킨 상품권을 증정하고, 

걸음 수가 가장 많은 직원들에게는 별도 시상할 예정이다. 

 

에이워크(A-Walk) 캠페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빅 워크(Big Walk)’를 통해 진행된다. 빅 

워크 애플리케이션 내 ‘암∙희귀∙난치질환 환자 등을 위한 한국애브비 캠페인’ 모금통에 참여한 

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걷는 걸음 수가 자동으로 모금통에 누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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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행된 에이워크(A-Walk)에서는 전 직원의 약 83%인 116명의 직원들이 참여했고, 

매칭된 기부금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 특수 영양식 등을 지원하는데 쓰였다. 

 

한국애브비 면역학부의 최정빈 과장은 “작년에도 에이워크(A-Walk)에 참여했었는데, 처음엔 

환자를 위한 일이라는 뿌듯함으로 시작했지만 한걸음 한걸음이 내 자신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긍정적 에너지의 원동력이 됐다. 걸으면서 바쁜 일상 속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일과 

생활의 활력을 얻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애브비 강소영 대표이사는 “에이워크(A-Walk)는 직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많은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며 기업 문화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직원들이 건강도 챙기고 

뇌를 자극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 걷기 습관을 만드는 기회이자 환우들을 위한 매칭 

기부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국애브비는 환자 중심 기업문화의 연장선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통해 환자들에게는 마음이 밝아지는 팝아트 초상화를 

전달하고, 직원들에게는 컬러링 봉사로 힐링 타임을 제공해왔다.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환자를 위한 복지정보’ 책자 개정판을 발간해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총망라해 제공한다. 

매년 6월 가능성 주간(Week of Possibilities)를 정해 근무시간 중 전세계 직원들이 지역 사회 

이웃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며, 국내에서는 연말 나눔의 날 봉사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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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캡션] 한국애브비가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희귀·난치질환 환자 등을 

위한 걷기 캠페인 ‘에이워크(A-Walk)2020’의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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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러간 에스테틱 포트폴리오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당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abbvie.com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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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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