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 트

부산교통공사
‘나눔 DNA’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 눈길

를 내놓았다.
공사는 이렇게 모은 마스크 3천441장을 근무 중 감염에 취약한 콜
센터 노동자와 부산도시철도 청소노동자 1천38명에게 지급했다.
공사는 지난해 말 부산 취약계층 학생 2천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자 장학금 10억 원을 쾌척했다. 이 돈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633개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다
니는 조손·한부모 가정 학생을 지원했다. 장학금은 부산교통공사
전 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모은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일회성 기부를 넘어 생활 속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활동도 빼놓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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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공사는 지난 9월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에 건강기부 계단을
설치했다.
건강기부 계단은 시민 1명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10원씩 기금이
적립되는 시민 참여형 사회공헌 차원에서 도입했다. 적립금은 초록

부산교통공사는 매일 9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산 도

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저소득층의 아픈 어린이를 위해 쓰인다.

시철도 4개 노선을 운영 중인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 공공기관이

이미 공사는 2016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을 시작으로, 2017년 1호

다. 4개 노선에는 114개 역이 있고, 총 길이가 115.2㎞에 달한다. 공사

선 남포역, 2019년 2호선 사상역, 2020년 3호선 사직역 등 모두 4곳

는 도시철도를 운영만 하는 국내 다른 기관과는 달리 국내 유일하

에서 건강기부 계단을 운영 중이다. 누적 기부액은 1억6천만 원에

게 직접 건설까지 맡고 있다.

달한다.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공사의 ‘나눔 DNA’는 지역을 대표한다는 자

공사 관계자는 “부산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의 사랑과

부심에서 비롯됐다. 나눔 DNA는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진가를 드

믿음에 적극적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이 우리 임직원의

러냈다.

‘나눔 DNA’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공사에 보내주시는 성원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수급 대란이 일어났을 때 사내에서 마스크

과 믿음을 되새기며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에 노력

양보 캠페인인 ‘코로나19 극복! 사랑의 마스크 나눔 운동’을 벌였다.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직원은 마스크가 시급한 이웃을 돕자며 십시일반 자신의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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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동차 일1회․역사 월2회 방역, 역 시설물 일6회 소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