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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한국애브비, 에이워크(A-Walk) 직원들 걸음모아 암·희귀난치질환 환자에 

기부하고 환경도 살리고 
 

- 한국애브비, ‘에이워크(A-Walk)’ 캠페인 올해로 6년째 진행하며 참여직원들의 총 

걸음수에 따라 회사가 매칭기부로 암·희귀난치질환 환자 지원해 

- 올해는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쓰담걷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며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 

  

서울, 2021년 10월 1일 –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암·희귀난치질환 환자를 위한 걷기 캠페인 ‘에이워크(A-Walk) 2021’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6 년째 진행되는 에이워크(A-Walk)는 직원 참여형 한국애브비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걷기를 통해 직원들의 건강도 챙기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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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워 담으며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플로깅(Plogging, 

쓰담걷기)도 함께 진행한다. 10 월 23~24 일 중 각자 편한 장소에서 빅 워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한 뒤, 사전에 지급된 친환경 봉지와 장갑을 이용해 걷기 도중 발견한 쓰레기를 담으면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의 총 걸음걸이 수에 따라 후원금이 결정되는데, 6 천 만 걸음 달성 시 

600 만 원, 7 천만 걸음 달성 시 800 만 원, 7 천 7 백만 걸음 달성 시 1,000 만 원이 후원될 예정이다.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별 30 만 걸음 달성 시 치킨 상품권을 증정하고, 걸음수 1, 2, 



 
 

AbbVie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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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탄빌딩 6 층                         (FAX) 1800-0354 

(06182)                                    abbvie.co.kr 

3 위를 기록한 직원을 포함, 10 등, 20 등 등 특정 등수를 기록한 직원들에게도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애브비 홍성도 차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걷기라는 쉬운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매년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워 담으며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플로깅까지 할 수 있어 더욱 보람 있는 활동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애브비 강소영 대표이사는 “직원들이 먼저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에이워크(A-

Walk)는 이제 한국애브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됐다”며, “회사에서도 플로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매칭 기부를 통해 직원들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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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화 그리기’봉사활동을 통해 환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팝아트 초상화를 전달하고, 

직원들에게는 컬러링 봉사로 힐링 타임을 제공해왔다. 매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복지정보’책자 개정판을 발간해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총망라해 제공한다.  6 월 가능성 주간(Week of Possibilities)를 정해 

근무시간 중 전세계 직원들이 지역 사회 이웃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며, 국내에서는 연말 

나눔의 날 봉사도 지속해오고 있다. 

 

 

 
한국애브비가 10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약 2 개월 간 희귀·난치질환 환자 등을 위한 걷기 

캠페인 ‘에이워크(A-Walk) 2021’의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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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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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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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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