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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호호 행복온도 높이기 대작전

□ 개요

 ㅇ 기관명 : 성남동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총 43가구 직접방문)

 ㅇ 일  시 : 2017.6.14(수) 10:00 ~ 17:00

 ㅇ 내  용 : 에너지 사용현황 점검, 에너지바우처 제도 설명 및 신청․사용

안내, 말벗서비스(애로사항 청취), 청소, 물품지원(김세트, 

미니선풍기) 등

 ㅇ 참석자 : 공단 이사, 성남동장, 소비자교육중앙회 부장 등 19명

 ㅇ 작성자 : 에너지복지실 박진영 직원

□ 내용

   누구나 응원이 필요해

   “내가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쩌나~ 물이라도 한잔 마시고 가요~”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를 하시는 어르신의 손에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우리를 위한 시원한 물이 가득 담긴 유리잔이 들려있습니다. 

넉넉한 생활은 아니지만, 우리의 작은 활동에도 기꺼이 환한 웃음을 

내어주시는 어르신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응원이 됩니다. 

   우리가 나눈 행복이 결국 따뜻한 응원이 되어 다시 돌아와 우리 일상의 

더 큰 소중함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상은 달라지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은 순간이 

있지요. 환한 얼굴로 안부를 묻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따뜻함을 나눕니다! 에너지바우처

   우리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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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님의 의견을 듣고,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을 돕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평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대상자님의 행복이 곧 우리실의 행복이니까요. 봉사활동을 

계획하면서 우리의 중요한 고객인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겨울철 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마음의 따스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

습니다.

   우리는 환상의 짝꿍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대상자 추천을 받고 

봉사활동에 뜻이 있는 민간단체의 봉사자를 모집하여 에너지복지실 

직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이시게 하는 것 보다는 직접 찾아가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미리 전화를 하여 봉사 당일 어르신 방문

시간 약속을 하고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사전 전화조사를 하였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풍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미니선풍기와 김세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한번의 전화로는 어르신들과 통화가 어려워 오전 오후로 나누어 

여러 날 동안 전화하여 방문약속잡기를 “성공”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봉사

활동 시작 전부터 우리는 환상의 짝꿍이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 봉사활동

   봉사활동 당일 성남동 주민센터에 모여 간단한 활동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사전에 약속된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 

2인 1조로 나누어 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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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단체사진 활동 OT

   주민센터가 동행한 팀도 있었지만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하는 팀은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막상 도착하여 어르신께 전화 드리면 잠시 

마실 나가신 분도 계셨고 주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다음 집의 약속이 

있어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일단 약속시간에 맞춰 다음 집으로 출발하고, 

활동종료 전 아까 못 만났던 어르신과 다시 연락을 하여 우여곡절 

끝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을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에너지사용현황 점검을 통해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수급자 할인 혜택은 받고 계시는지 등의 여부를 

체크하여 겨울에 에너지바우처를 제대로 신청하여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홀로 닦기 어려웠던 청소와 

같은 활동을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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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구 방문 - 바우처 안내 대상가구 방문 - 선물전달

대상가구 방문 - 청소 대상가구 방문 – 선풍기 사용안내

  
에너지사용현황 점검 에너지사용현황 점검

우리 자신을 위한 또 하나의 다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도움은 “주고받는” 

쌍방의 것이지요. 평범한 일상이 감사한 나눔으로, 그 나눔의 향기는 

따뜻한 가슴을 통해 멀리멀리 퍼져 가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실 때,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들을 위한 활동을 

   고려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에너지복지실에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