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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 개요

  ㅇ 행사명 : 아이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ㅇ 기관명 : 생명을 주는 나무, 해오름의 집

  ㅇ 일  시 : 2017.11.14.(화) 14:00 ~ 18:0

  ㅇ 내  용 : 고효율 가전제품, LED조명기기 및 생활용품지원

  ㅇ 참석자 : 건물에너지실 임직원 20여명

  ㅇ 작성자 : 건물에너지실 김미정 직원, 유재호 연구원

구 분 생명을 주는 나무 해오름의 집

운영목적

및 현황

· 복지사각지대의 아동과 미혼모

가족 대상 아동 양육, 교육 및

주택 지원
· 7세 이하 영유아 약 20명 거주

· 장애아동 대상 재활서비스,

교육 제공을 통한 잠재능력
개발 및 기능회복 지원

· 장애아동 28명 거주 (1급:

13명/2급:9명 /3급:6명)

시설위치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소재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 내용

   하반기 업무분장 변경으로 사회공헌활동 담당자가 되며, 기존의 행사

들과 달리 좀 더 의미있는 곳에 봉사를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저희 건물에너지실 직원들이 모여 의논을 해보았고, 기존에 봉사를 

진행해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나가는 곳에 지원

을 나가는 것이 봉사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의미있겠

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명을 주는 나무’와 

‘해오름의 집’을 사회공헌 대상시설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It’s not how much we give, but how much love we put into 

giving”마더 테레사 수녀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 얼

마나 많은 사랑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건물에너지실 직원들은 이 글귀를 가슴에 새기며 “어떠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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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주는 것이 생명을 주는 나무와 해오름의 집의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좀 더 편하게 시설에서 지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였

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저희는 시설에 사전방문을 해

보면서,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아이들이 어떠한 것을 좋아할지를 조

사하면서 시설을 운영하시고 아이들을 이끌어주시는 선생님들과 많

은 의논을 하였습니다.

   

   사전 방문 시에 해오름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은 에너지효

율등급이 5등급으로 상당히 오래된 제품이었습니다. 이렇듯, 에너지 

효율등급이 낮은 가전제품들을 사용하다보니, 매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해오름의 집 

담당자분은 ‘겨울이 되면 전기요금이 너무 많아 걱정이다’라고 많

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용품

이 너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생명을 주는 나무를 방문했을 때에는 한층 자라난 아이들이 겨울을 

나기 위한 새 옷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고, 아이들을 먹일 음식을 보관

하기 위한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

다. 또한, “TV가 울고 있어요”라며 아이들이 가르킨 곳에서 액정

이 망가진 TV가 있었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시력이 저하될까 걱정스

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우리는 “에너지효율이 낮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

는 것을 줄여보자! 라고 생각하여 ‘에너지공단답게 고효율 가전제

품’을 전달하고 조명을 교체해 주자”라는 생각을 하였고, 시설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고효율기기로 전달하도록 하고, LED조명기기로 

조명을 교체하며 아이들이 필요로 했던 부족한 생활용품, 그리고 자

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새 옷을 구입하여 전달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총무팀 및 통계분석실과 협의하여, 시설에 필요한 전자제품들을 감사

하게도 확보할 수 있었고, 각 시설에 봉사활동 당일 전자제품들이 도

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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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등 가전제품 전달-해오름의 집 생필품 전달-해오름의 집

냉장고 등 가전제품 전달 및 설치 작업-생명을 주는 나무

  전달한 가전제품들이 필요한 자리에 설치된 것을 본 각 시설의 담당

자 분들은 매우 기뻐하시며 행복해하셨고, 아이들은 옷 및 생필품을 

보며 들떠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TV를 설치해준 후 율동을 따라하며 즐거워 하는 아이들

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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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생명을 주는 나무

  저희의 처음 기획대로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닌 ‘시설에서 

아이들이 꼭 필요로 하는’ 봉사에 성공한 것 같아 우리 가슴에도 사

랑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회성이 아니도록 사회공헌 담당자로써 지속적인 관심

을 보이며 이 시설에서 봉사하시는 저희 건물에너지실의 직원들과 함

께 부서 내 지원자를 받아서 소규모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 추진하도

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봉사활동을 끝마쳤습니다.

기부품 전달-해오름의 집 기부품 전달-생명을 주는 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