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가 함께 하는 

기부형	핑크런

글 대한산업보건협회 노동조합 서갑순 사무처장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유방 건강에 대한 정보와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핑크런 마라톤대회에 올해부터 동참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암진단을 받은 직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에도 앞장서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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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매년 서울시 여성마라톤대회를 참가하다가 2017년 직원 중 유

방암을 진단 받은 직원의 사례로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기

부문화 정착을 위해 2018년부터 핑크런 마라톤대회에 동참하게 되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핑크런 대회는 대표적인 핑크리본 캠페인으로, 유방 

건강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과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매년 전국 5개 지역(부산, 대전, 광주, 대구,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마라톤으로 참가비(1인 1만원) 전액은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된다.

처음으로 함께하는 핑크런 대회로 1차 부산대회에는 2018년 3월 25일(일) 

협회 부산·남부산·창원·울산지부가 90여명 참석, 2차 대전대회에는 4월 

29일(일) 대전·천안·충북지부가 약 60여명 참석, 3차 광주대회에는 5월 

27일(일) 전북·광주지부가 약 60여명 참석, 4차 대구대회에는 9월 9일(일) 

약 60여명 참석, 5차 서울대회에는 10월 14일(일) 본부·서울·경기·북부·혈

액원은 약60여명 참석하여 총 300명이 넘는 임직원 및 가족 등이 함께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매년 10월, 유방암의 달을 맞아 진행되는

유방암 캠페인이, 협회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노사가 함께 하는 사내 행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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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중 “10월 유방암의 달을 맞아 진행되

는 유방암 캠페인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

여로 노사가 함께 하는 사내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며 “유방암은 조기발견이 그 예후를 결

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위한 정기 

검진의 필요성을 알리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

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2만 3천여 명의 

참가를 통해 총 35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한국

유방건강재단에 전달하며 핑크런 마라톤대회

는 건강한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암진단을 받고 60일 병가를 소

진한 이후에 무급휴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

고 직원들이 기부한 연차를 이용하여 240일

간 유급휴직으로 연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의 복지를 마련하였다. 지금현재 대장

암과 유방암 진단을 받은 직원이 연차수혜를 

받아 치료중에 있다.

4차 대구 핑크런 마라톤대회

생리가 끝나는 ‘3’일후 
양쪽가슴에 ‘3’개의 손가락을 펴고 
‘3’개의 원을 그리며 자가검진!

1차 부산 핑크런 마라톤대회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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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내적으로는 연차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암진단 환우들을 위해 암치료기간 동안 

유급휴직을 지원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유방

암 환우들을 위한 핑크런 마라톤대회 또한 참

가비 1만원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

하는 것에 대한산업보건협회인으로 큰 의미

를 더하고 있다.

‘아리따운 내가슴애(愛) 333’

이 슬로건은 여성이 생리가 끝나는 ‘3’일후 양

쪽가슴에 ‘3’개의 손가락을 펴고 ‘3’개의 원을 

그리며 자가검진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한국유방건강재단에서는 자가검진 실천운동

을 위해 SNS신청을 하면 매월 3일 문자메세

지가 전송된다. 잊고 있을 때 매월 3일 실천운

동을 상기시켜주어 여성들에게는 정말 좋은 

예방운동이다. 이처럼 예방운동 실천과 사회

공헌 활동으로 건강한 산업보건인이 되자. 

유방암은 조기발견이 그 예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위한 

정기 검진의 필요성을 알리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차 대전 핑크런 마라톤대회

5차 서울 핑크런 마라톤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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