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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이 수혜지역이 되길 바라며....

□ 개요

 ㅇ 지역명 : 청주시 어암리 마을일대 

 ㅇ 일  시 : 

   - 1회 : 2017.6.13.(화) 10:00~14:00 : 농촌일손돕기 및 시료품 기증

   - 2회 : 2017.7.18.(화) 10:00~15:00 : 수해복구(보일러제조업체 합동)

   - 3회 : 2017.7.20.(목) 09:00~17:00 : 수해복구(열관리시공협회 합동)

   - 4회 : 2017.7.26.(수) 14:00~17:00 : 수해지역 경로당 시료품 기증

 ㅇ 내  용 : 수해지역 피해복구 봉사활동 및 경로당 가전제품 지원

 ㅇ 참석자 : 청주시 부시장, KEA 지역본부장 등 KEA세종충북 직원 

             에너지열관리시공협회 직원 등 40명

 ㅇ 작성자 : 세종충북지역본부 김선권 직원

<수해 피해 지역마을 복구지원 활동>
ㅇ 추진목적 : 실질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피해마을 사회공헌활동 실현
ㅇ 구 성 : 수해 피해마을 긴급복구지원 및 보일러점검
ㅇ 대 상 : 수해 피해마을(청주시 어암리 마을일대)

□ 내용

   ‘우루루 쾅쾅’얼마전 여름에 천둥번개 소리 동시에 영화속 재난영

화에서 보았던 폭우가 내렸습니다. 저도 주말에 청주에 있었지만 그

렇게 많은 비는 처음 봤습니다. 핸드폰에서는 비상 문자메시지로 청

주지역 폭우로 인한 대피문자 및 야외활동 금지 비상문자가 오고 그

걸 보고나서 TV를 틀어보니 일부 충북지역에서는 큰 폭우로 인해 집

이 떠내려가며 살 곳을 잃고 농민들이 가꾸던 논,밭 등 마구마구 무

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렇게 비오는건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을 하는길에 서청주IC 부근 롯데마트 도로에는 물이 잠겨 늦게 출

근하는 회사원들도 보였고, 큰비를 보고난 후 걱정스런 맘에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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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분들도 보였습니다. 출근을 한 후 저희지역본부에서는 수해지역

마을 도와주자라는 본부장님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았습니다.

    일단 급하게 수해 피해를 입은 마을을 찾아가 현장을 갔지만 생각보

다 더 참담하며 안타깝고 침통한 마음 뿐이 이었습니다. 집을 잃은 분

들도 계시고 인터넷 소식으로는 사망자, 실종자가 있어 자연이 이렇게 

무섭구나 느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도로가 흙더미에 쌓였고 경

찰과 군인들이 동원이 되면서 긴급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 긴급복구 작업 뿐만 아니라 

   우리공단 지역본부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라는 고민 끝에

    공단 지역본부에서는 보일러 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열관리시공협회

와 지역본부 검사원이 “수해지역 피해마을 보일러 점검을 해주자!”

라는 말이 나와서 준비를 하였고 직원이 수해지역마을로 봉사를 하

러 갔습니다. 어이쿠.. 처음에는 보일러 기계실에도 흙더미와 나뭇가

지등 잔해가 많이 쌓여 있어서 이걸 어떻게 어르신들이 치우실까 하

면서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지만 우리 든든한 공단 검사원 분들과 열

관리시공협회직원 분들은 다른 피해지역에도 일손을 도와주자 이런

생각만 하며 잔해를 계속 치웠습니다. 총 7군데 보일러실을 청소하며, 

평소에 청소와 남을 잘 돕지 않았던 저는 힘이 들긴 했지만 다른 사

람 도움을 통해 기뻐하는 어르신의 표정과 진심 어린 목소리에 더욱 

수해 피해마을 도로

(하...... ㅠ_ㅠ)

수해지역마을 봉사

(영차! 영차!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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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 어르신이 고생한다며 김치와 

고구마, 감자 등을 주며 말동무가 필요하셨는지.. 자식이야기 손자이

야기를 하시며 본인 걱정은 안하시고.. 손자와 자기자식 걱정을 하시

는 걸 보며.. 항상 부모는 늘 자식걱정을 이렇게 하는 것을 느끼며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생각이 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일러제조업체 합동 실시

(든든한 지원군!)

보일러점검 실시

(아~ 멋있어)

  

 피해마을 주민분들은 집을 잃어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

서 피해복구가 되기전 까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지내시고 계시는데 

이 마을회관에 우리가 냉장고를 기부해주었고 어르신의 감사하단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돌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분들에게 당연

히 저희가 도와야 할 일입니다. 라고 오랜시간동안 말동무가 되어주며 

어르신의 벗이 되어 주었고 나누고 싶은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필

요한 곳에 도움을 드릴수 있어 기뻤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지고 나눌때에 행복한 마음이 더 

할 수 있는 가치를 느꼈으며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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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1리 경로당 인풍정 경로당

 인터넷에는 5가지 밥사·감사·봉사·웃자 라는 글이 있습니다. 긴 이

야기 이므로 감사와 봉사에 대한 말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까칠하고 차

가운 세상에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끼 사주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는 마음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감사’보다 더 높은 것은 ‘봉사’라고 합니다. 

재물과 재능으로 나눔을 베풀면서 사는 모습이 더 훌륭 하다는 것을 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공단 직원들도 다 함께 서로 감사하며, 봉

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더욱 더 발전하는 공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듯이 피해 수해지역마을도 수

해가 아닌 나중엔 수혜지역 마을로 은혜를 갚아주거나, 항상 좋은일 만 

있었음 좋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