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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SUN)한 부대 에너지 봉사단, 
천사들을 만나다

□ 개요

ㅇ 기관명 : 안나의 집(강원도 양구군 소재 노인복지시설)

<수혜기관 현황>

ㅇ 설립목적 :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로 65세 이상의 여
성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시설

ㅇ 주 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소양호로 2563-20

ㅇ 인원현황 : 수혜인원(7명), 기관의 근무인원(4명)

ㅇ 일  시 : 2018.10.30.(화), 14:00~17:00

ㅇ 내  용 : 군부대 에너지효율 개선 + 善(SUN)한 에너지봉사단 활동

이 결합된 「善(SUN)한 부대 만들기」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봉사활

동 실시 

ㅇ 참석자 : 공단(3명), 애플코리아(1명), 육군 제2사단(16명)

ㅇ 작성자 : 서유정 대리

□ 내용

ㅇ 강원도 양구에는 수녀님들이 할머니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안나

의 집’이 있습니다. 그 곳엔 천사 같은 여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마을이 없는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어서 산책로가 넓고 

공기가 맑아 할머니들이 지내기엔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워

낙 산골인지라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여성들만 지내다 

보니 힘쓰는 일 등에 제약이 있습니다. 올해 강원지역본부는 천

사들이 사는 이 곳, ‘안나의 집’에서 ‘善(SUN)한 에너지 봉사단’

을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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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본부는 ‘16년부터 군부대와 함께하는 ’善(SUN)한 부대 

만들기‘ 사업을 통해 ’善(SUN)한 에너지봉사단‘을 운영 중입니

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으면서 에너지공급이 취약한 군

부대를 발굴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SUN)도 설치해주고 군장

병들의 에너지절약 의식도 고취시켜주는 ’도전! 골든벨‘ 퀴즈대

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군부대는 공단과 함께 지역의 

소외계층에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며 선(善)한 마음을 전파시

키는 사업입니다.

기본개념
(공단+신재생기업➡군부대) 군부대 태양광 설치, 에너지절약 교육 신재생에너지 보급 +

지속가능한 지역복지 구현(공단+군부대➡지역사회) 지역 사회공헌활동 연중 추진

‘善(SUN)한 부대 만들기’ 업무협약(2018.6.15.)

‘어떤 식으로 기획해야 매년 지속가능한 봉사활동이 될 수 있을

까?’

‘참여하는 사람과 수혜 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봉사활동이 무엇일

까?’

강원지역본부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나온 봉사

단, 바로 ‘善(SUN)한 에너지봉사단’입니다.

올해는 ‘육군 제2사단 공병대대’와 함께하였습니다. 먼저, 제2사

단 노도회관 옥상에 태양광설비 3kW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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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3백만원) 신재생에너지 기업(2.3백만원), 양구군(1백만원)

이 함께 지원하여 에너지 공급이 취약한 군부대가 마음놓고 전

기를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육군 제2사단 공병대대 노도회관 옥상 태양광 3kW 설치

또한, 군장병 320명과 함께 「기후변화·에너지 도전! 퀴즈 골든

벨」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

한 문제들을 출제하여 4박5일의 휴가와 부상을 놓고 벌인 퀴즈

대회에서는 최종 4명의 포상자가 나왔습니다.

군장병과 함께하는 ‘기후변화·에너지 도전! 퀴즈 골든벨’(2018.6.28.)

태양광 설비 지원에 에너지절약 의식을 고취시키는 퀴즈대회 

+ 포상휴가까지....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은 우리의 국군 장병

들이 가만히 받기만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받은 선물을 더욱

더 큰 나눔으로 베풀고자 공단 강원지역본부 직원들과 함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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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일, 제2사단 부대 지근거리에 있는 ‘안나의 집’을 찾아가 

에너지복지에 도움도 드리고 허드렛일도 하고 할머니들의 말벗

도 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고맙네”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으신 할머니들이 국군장병들을 보고 

눈이 동그래지십니다. 한분씩 인사를 드리니 손을 꼭 잡아주시

며 한 결 같이 잘 왔다고 반겨주셨습니다.

먼저, 공단 직원들은 ‘안나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설비 

설치 점검을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설비에는 문제가 없어 

할머니들께 마음껏 전기를 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군인들

과 함께 시설 청소와 낙엽 쓸기 등 수녀님들이 하시기 힘든 일

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위문공연 준비에 나섰습니다.

태양광설비 점검 주변 낙엽 쓸기

“품바~!!!”

추임새를 시작으로 육군 제2사단의 각설이 품바공연이 시작되

었습니다. 거지 복장에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은 각설이가 구수

한 각설이 타령을 부르고, 음악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들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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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들이 한분 두분 장단에 맞춰 몸을 흔드십니다. 공연단의 

절절한 시 낭송엔 눈물을 훔치는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공단은 안나의 집에 가스레인지와 내복 위문품

을 전달하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시던 수녀님들과 할

머니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육군 제2사단 공연

이 곳 ‘안나의 집’에서 우리의 역할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간의 허드렛일과 할머니들의 말벗이 되어드린 것 뿐 입니다.

소녀같이 웃으며 좋아하시던 할머니들의 모습에 육군 제2사단 

군 장병들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약속하였습니다.

‘16년 동해에 위치한 해군 제1수리창, ’17년 인제 육군 제9538부

대에 이어 올해 양구 육군 제2사단까지. 강원지역본부는 지속가

능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매년 봉사활동의 거점을 확산해나가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善(SUN)한 에너지봉사단‘을 꾸준히 운

영하여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지속적으로 방문할 생

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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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문품 전달 단체 사진

- 에필로그

      ‘안나의 집’에 도움을 주시려면...

      주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소양호로 2563-20

      전화 : 033-481-7416

- 참고사항 : 치매에 걸려 우리들을 아들, 딸로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잠시나마 아들, 딸이 되어 

말벗이 되어드리세요.

-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사회

공헌활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기쁘게 해드리는게 제일 좋

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