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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 개요

ㅇ 기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일원 주민 56개 가구

<수혜자 현황>

ㅇ 설립목적 : 단체가 아닌 감천동 일원 주민 56개 가구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일원
ㅇ 인원현황 : 수혜인원 56가구, KEA(4인),가스공사(10인), 전기안전공사(20인),

(사)안실연(10인), 부산연탄은행(3인), 열관리시공협회 부산지회(6인)

ㅇ 일  시 : 2018.11.21.(수) 11:00 ~ 16:00

ㅇ 내  용 : 지역 내 취약계층에 연탄 및 쌀, 주거환경개선(멀티탭, 

노후조명, 가스밸브 교체)

ㅇ 참석자 : KEA 부산울산지역본부(4인),가스공사(10인),전기안전공사(20인),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부산(10인),열관리시공협회 부산지회(6

인), 부산연탄은행(3인)

ㅇ 작성자 : 부산울산지역본부 김기범

□ 내용

ㅇ 공단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

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

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도의 경제성장의 뒷면에는 이렇게 사회

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취약계층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에너지안전 전문기관들이 사회적공헌활동을 통해 취

약계층을 돕고자 힘을 합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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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의 100만원씩 후원금을 모으고 기관별 재능기부를 위해 

전기안전공사는 LED등을, 가스안전공사는 가스 노후밸브 교체

를, 그리고 KEA 지역본부는 고효율멀티탭을 물품으로 기증하

였습니다. 이는 에너지, 전기, 가스 등의 각 기관의 특성을 감

안한 재능기부였습니다.

이렇게 5개 기관이 부산 연탄은행과 협력하여 11월 21일 감천

동 56개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사랑의 물품전달(연탄, 쌀)과 재

능기부(고효율멀티탭교체, LED등 교체, 노후가스밸브교체)를 

하였습니다.

기관의 벽을 넘어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는 공공의 선을 위하여 

힘을 합칠 때 더욱 큰 유익을 남길 수 있음을 서로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개 기관의 힘은 미약하지만, 많은 사람과 힘

을 합치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보람된 하루였음을 피부로 확인하였습니

다.

부산연탄은행은 트럭으로 연탄을 나르고, 트럭에서 연탄을 배

분하는 조, 연탄을 싣고 직접 가가호호 나르는 조, 각 가정에서 

연탄을 100장씩 쌓는 조, 쌀을 나르는 조, 기관별 재능기부하는 

조 등 다양한 역할을 위해 사람들간의 삼삼호호 조를 짜고 함

께 땀을 나누었습니다. 실제 연탄을 나르다보니 연탄 6장의 무

게가 약 25kg에 달해 묵직하였고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가다보

니 상당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의 한 주민은 겨울을 나

기 위해 직접 연탄을 지고 날랐다며 매우 고마워하였습니다.

비좁은 창고공간을 들어가 연탄 100여장을 쌓는 일도 그렇게 

쉬운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연탄2장

씩 받아들고 차곡차곡 무너지지않게 쌓는 일도 쉬운 일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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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습니다. 만일 연탄이 무너지면 다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직접 와서 연탄을 지고 나르고 쌓고 하면서 몸

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온기로 가득

하게 되었습니다.

ㅇ 감천동 문화마을이 부산의 유명 관광지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

는 이렇게 연탄을 떼며 겨울을 나는 어려운 이웃이 있는 모습

을 잊지않게 되었습니다. 한 때는 이곳이 공장지대로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식당, 술집 등 활력이 넘치고 돈이 넘치는 지역이

었지만 공장이 이전하고 젊은 사람들이 빠져 나가면서 소외되

고 조용한 시골마을처럼 되었다는 주민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

었습니다.

연탄나눔 활동 재능기부(수전설비 점검)

ㅇ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도록 십시일반

으로 힘을 합치고 나누고 베풀 때,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힘

든 우리의 이웃들은 밝게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연탄은행 

직원이 한마디 인사라며 “내년에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

는 인사말을 되새기며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 지속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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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나눔 활동 사회공헌활동 신문 보도사항

- 에필로그

부산연탄은행 주소 및 연락처 :

부산시 서구 구덕로 157번길 27

051-246-2464

http://www.lovetan.org

- 참고사항 : 물품나눔(연탄, 쌀)나눔 이외에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 신청도 가능합니다.

-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팁 : 취약계층 주거 특성상 협소한 골목길

을 지나 언덕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운 여름철 및 겨울철 

도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