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도로공사, 포스트 코로나 일상 회복 위해
사회공헌 활동

2

3
3 55억 걸음 걷기 캠페인 달성 기념 경북 취약아동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지원 4 코로나 방역에 힘쓰는 김천시 보건소
의료진에게 전달한 간식 꾸러미 5 중소기업 ‘브랜드K’ 제품 연계한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코로나 재확산 대응 지원

편 어린이날에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작년까지 102가구에 책상, 걸상 및 책꽂이

도로공사는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방역 의료진에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를 선물했다. 올해는 112가구로 대상자를 늘려 미래를 위한 공부방

게 아이스 조끼 1천400여 벌을 전달한 데 이어 올

다. 지난해 12월 김천지역 소상공인 120곳에 긴급생활자금 6천만 원을

꾸미기를 지원했다.

해 초 지역 25개 보건소 의료진에게 간식과 생필품

지원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금액을 올려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ex사랑기금’은 도로공사의 ‘김천 하이패스 배구단’ 정규리그 승리 횟

꾸러미 1천 개를 전했다.

또 노인을 위한 특별 미음식 등 동반성장몰과 중소기업 ‘브랜드K’ 제

수와 득점에 따라 직원 성금이 적립된다.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고자

품 5천만 원 상당을 설에 이어 추석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성금은 매년 김천지역 내 희귀질환을 앓는 저소득층 난치병 어린이 치

지역 노인·장애인 요양소에 소독제(1만L)·자가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3천500만 원 상당을 지역 복지기관에 분

료비로 쓰인다. 올해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난치병 어린이 14명에게

진단 키트 1천 개 등 방역물품도 후원했다.

기별로 지원한다.

4천300만 원 치료비를 지원했다.

또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사내 릴레이 헌혈 캠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되는 해피 펀드는 매월 복지 사각지대에

페인을 벌였다. 지난해는 임직원 3천421명이, 지난

공부방 꾸미기 등 공사 대표 프로그램 확대

놓인 어려운 이웃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히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2월에는 1천161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도로공사는 ‘공부방 꾸미기’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 지

하절기(7월)·동절기(11~12월)에는 취약계층 아동과 노인 대상으로

도로공사는 연말까지 지속적인 헌혈 캠페인을 벌

원에 힘을 쏟고 있다.

식료품 및 계절 용품을 후원하고 있다.

여 위급 상황에서 혈액 부족으로 아까운 생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연계 일상 회복 노력
도로공사는 지난 2014년 경북 김천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1

소통하고 있다.
1 한국도로공사 김천사옥 2 도로공사 사내 릴레이 헌혈 캠페인

지난 4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국민을 대상
으로 진행한 ‘55억 보 걷기 챌린지’에 총 4만6천여

한국도로공사는 올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지역

명이 참여했다. 100억 걸음을 조기 달성하면서 경북 취약계층 아동 1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

천100명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일 계획이다.

농협과 연계한 과일과 채소, 쌀을 활용해 지역 농가에 보탬이 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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