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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온도 1℃ 높이기

□ 개요

ㅇ 기관명 : 충북 진천군 내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 가구

<수혜기관 현황>

ㅇ 설립목적 : 겨울철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ㅇ 주 소 : 대상가구 자택

ㅇ 인원현황 : 노인1, 장애인1

ㅇ 일  시 : 2018년 11월 1일(목) 14:00~17:00

ㅇ 내  용 : 에너지사용시설 점검, 생활환경 개선, 난방유 지원 등

ㅇ 참석자 : 공단 수송에너지실 7명

ㅇ 작성자 : 수송에너지실 박지경 주임

□ 내용

ㅇ 가을을 느낄 새도 없이 겨울이 부쩍 다가왔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춥다기에 겨울 준비를 위해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했습니다. 나 하나만 따뜻하면 행복한 것일까요? 올 겨울은 

몸보다 마음을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사회공헌활동으로는 소외계층에게 겨울용품을 지원해드리

는 것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 뭘 사드리면 좋을까?”

“전기장판이 좋지 않을까요?”, “난방기를 사드립시다”, “목도리

와 장갑은 어떨까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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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에너지복지실의 도움을 받아 자동

차연비센터 인근에 위치한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자를 파악하

였고 주민센터의 협조로 몇몇 가구를 사전 방문하여 필요한 물

건이나 도움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구 중 한 가구는 유난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

다.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딸, 두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집은 노후되고 청소도 제대

로 되지 않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아 보였습니다. 우

리는 겨울 용품을 지원해드리는 것보다 더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우선 우리는 매년 겨울 비싼 난방비를 걱정하시는 할머니를 위

해 난방용품 사러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에서 나오는 

냉기를 막기 위한 에어캡과 화단과 집안 곳곳을 청소하기 위한 

도구들을 장만하여 다시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양손 가득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에어캡 및 청소용품 구입_전통시장 활용 유리창 에어캡 부착

집에 도착하자마자 역할을 분담해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

다. 키가 큰 대리님은 유리창에 에어캡을 붙여드리고 천장에 거

미줄을 제거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미화를 담당해주시는 분

들은 몸이 불편하셔서 평소 청소하기 힘들었던 화장실이나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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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을 청소 해드렸습니다. 잡초가 무성했던 화단도 말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실내 청소 거미줄 제거

화장실 청소 화단 정리

그리고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놓치고 있으

신 건 없는지, 사용방법은 잘 알고 계신지 등을 체크하여 겨울에 

신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의 가장 큰 고민을 덜어줄 난방유 지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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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 사용안내 난방유 지원

사실 연비센터 업무 특성상 시험 일정 조정이 어려워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사관리 및 미화

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시간을 조정해주시고 IPP 학생들도 

기꺼이 참여해준 덕분에 무사히 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많

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어 더 뜻깊은 봉사활동이 되었습니

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자그마한 도움이 누군

가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 덕분

에 올 겨울 따뜻하게 날 수 있겠어~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신세

를 져 미안하다 하셨지만 저희는 베풀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도움을 드리러 갔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얻어가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한 가구에서 시작하였

지만 앞으로 두 가구, 세 가구 점점 늘려가며 매년 따뜻한 온기

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에필로그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명단은 에너지복지실에 문

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들을 위한, 그 분들이 필요한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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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뜻으로 기부를 하여도 사

용하기 힘드신 분들도 있고, 기부보다는 따뜻한 손길이 더 절실

히 필요한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방문 또는 연락을 통해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고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지자체 혹은 주민센터에 협조

를 요청하시면 더욱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