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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얼굴에 웃음 꽃이 활짝 피다

□ 개요

ㅇ 기관명 : 충북육아원

<수혜기관 현황>

ㅇ 설립목적 :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위해

ㅇ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렬로 3

ㅇ 인원현황 : 37명(영유아, 초,중고 학생 등) / 21명(원장, 사무국장, 복지사 등)

ㅇ 일  시 : 2018.07.12.(목) 11:00~12:00

ㅇ 내  용 : 고효율가전제품 지원 및 시설환경개선 봉사활동

ㅇ 참석자 : 내부직원 5명

ㅇ 작성자 : 세종충북지역본부 김선권 직원

□ 내용

우리 지역본부는 복지시설에 태양광을 무상지원 해줄 수 있는 사회

공헌시설을 지자체에서 추천받아 대상지를 선별하기 위해 청주지역

에 있는 충북육아원을 방문 하였습니다. 충북육아원은 요즘 보기 

드물게 부모가 없거나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방문을 해보니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이지만 얼굴은 해밝았고 공손

한 어린이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아이들

이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고 쉴 새없이 부채를 부치고 있는 어린이

들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방문을 하였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아이들만의 

공간인 취침공간과 공부 할 수 있는 방 조차 너무 더워 오래 있지 

못할 정도로 매우 열악 했습니다. 또한 공동식당으로 가보니 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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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에어컨이 있었는데 20년이나 된 것들이었습니다. 원장님과 식

당 아주머니들은 식당 에어컨과 김치냉장고가 자주 말썽을 부려 고

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초여름인데 이러니 한여름이 되면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충북지역본부 직원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태양광나눔

복지보다는 당장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생활하고 음식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에어컨과 김치냉장고가 시급하다고 판

단하여 신속하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기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김치냉장고는 설치가 무난하게 

끝났지만, 에어컨 설치가 문제였습니다. 육아원 건물의 노후로 에어

컨 설치 전기공사가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전기공사비가 너무 커서 

육아원에서 설치하라마라 말을 못해 그냥 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에어컨을 오늘 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안

타까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모두가 서로 바라보면서 

눈빛으로 바로 상황을 공감하고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전기공사를 

저희 지역본부에서 지원 해주기로 결정이 나서 바로 공사를 마쳤습

니다.

에어컨을 설치하자마자 바로 110년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

을 기록하여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결코 큰 도움이라고는 생각

지 않지만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움직인 것이 너무 보람됐습니

다. 설치 당시 만해도 이렇게 더울 줄을 몰랐습니다. 에어컨 김치냉

장고 설치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어쨌을 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육아원 분들께서 연락도 없이 우리지역본

부로 찾아오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폭염 때문에 에어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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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가 불가능했을거라고 정말 신속하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

시면서 육아원 마당에서 아이들과 같이 가꾼 살구로 만든 살구쨈을 

한병 가져오셨습니다.

가끔 냉장고 속의 살구잼을 볼 때마다 아이들의 미소가 생각이나 

저절로 입가가 흐뭇 해졌었습니다. 끝.

□ 사회공헌활동 사진

협의사진 단체사진

□ 언론보도

국제뉴스통신(7.12) 동양일보(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