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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다 밝고 바람보다 싱그러운

□ 개요

ㅇ 기관명 : 창원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등 5개 지역아동센터

<수혜기관 현황>

ㅇ 설립목적 :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ㅇ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총본포로 12 외 4곳
ㅇ 인원현황 : 보육아동 총 133명(5개 센터 초등학생 이하 133) 외 직원 등

ㅇ 일  시 : 2018.7.27부터 9.15일까지 총 5회 실시

ㅇ 내  용 : 지역아동센터에 신재생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무상 제

공

ㅇ 참석자 : 한국에너지공단 2인, 창원 YMCA 4인

ㅇ 작성자 : 경남지역본부 민정기 대리

□ 내용

ㅇ 어린 아이의 쭈볏거리는 몸동작과 말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눈빛

이 훤히 보일 때, 먼저 따뜻하게 물어본다. “선생님이 뭘 좀 도와

줄까?”

그제서야 아이는 반색하며 말을 시작한다. 이번에 만난 아이들

은 유난히 더 그랬던 것 같다.

‘지역아동센터?’ 익숙한 단어들의 조합이지만 조금은 낯선 이름이

다. 평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도를 말하는 듯도 하고.

이번에 만난 아동센터의 아이들은 다양한 나이와 다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반짝이는 눈동자와 꾸밈없는 웃음을 짓

는 모습은 하나같이 닮아 있다.

“여러분, 신재생에너지가 뭘까요?”라는 선생님의 물음으로 시작하는 

에너지 투모로우를 통해서, 나는 이런 아이들과 다섯 번의 만남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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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를 보고도 ‘선생님’이라 부르는 이들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알려

주는 일은 그다지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다. 아이들은 저마다 문

제지를 하나씩 들고 에너지 전시관 곳곳에 숨어있는 정답을 찾

아간다.

모처럼 바깥에 나와 기분이 좋은지 무더운 날씨에도 밝은 표정을 

짓는 아이들의 모습은, 보는 이도 자연스레 웃음을 나오게 한

다.

에너지전시관 솔라타워 전망대

창원의 명물, 지상 46층 높이라는 솔라타워 전망대에 올라서자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난 모양이다.

통제가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 선생님의 ‘이제 시작!’ 사인이 나야 그

때부터 “까르르~”하며 움직이는걸 보면 참 대견하기 그지없다.

솔라타워를 내려오면 교육의 마지막 단계이자 백미인 ‘태양광 자동

차 만들기’ 순서다. 아이 한 명당 자동차 하나를 직접 만들고 나서 햇

볕을 받으면 움직이는 원리로 자동차 경주도 하는, 아이들 누구나 

좋아할 만한 시간이다. 한 시간 여 아이들은 저마다의 자동차를 완

성해간다. 남자 어른 주먹 크기의 작은 자동차에 눈도 붙이고 색

도 입혀 자신들만큼이나 귀엽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꾸며낸다.

이윽고 자동차 경주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뜨거운 볕 아래 얼굴 

가득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경주에 몰입

하여 한껏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선생님, 자동차 가져도 돼요?”라고 묻는 아이에게 “당연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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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들었잖아.”라고 답하니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우와! 여기 또 

오고 싶다!”라고 말한다. 흔한 장면으로 보이지만, 듣는 이는 기

쁨으로 뭉클하는 순간이다.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태양광 자동차 경주

네 시간 남짓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아이들은 돌아간다. 지면

을 넉넉히 채울 이야기를 써낼 시간은 아니지만, 얼굴은 충분히

익고 서먹함이 바닥나는 정도는 된다. 작별인사와 함께 아이들

도, 나도 묘한 아쉬움이 묻어나는 표정을 뒤로 하고 교육은 막

이 내린다.

에너지 투모로우는 본래 유상으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지

만, 사회공헌의 취지에 맞는 활동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지역아

동센터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고 가치 있다 

생각했다.

그리 하고나서 보니, 충분히 잘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연중 실시하는 횟수가 잦은 일이라 감흥이 떨어질 만도 한데,

이번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유달리 잔상이 짙

다.

보통의 경우보다 새로운 교육 기회가 조금은 적은 이들에게 무언

가 더 해주고 싶고 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은, 나만이 가지는 

감정의 사치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다음 만남을 기약해본다.

- 에필로그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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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cafe.daum.net/cwccc, 055-253-6100)

- 참고사항 : 연합회를 통하여 문의 시 원활한 협의 가능

-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아이들과 수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원 시 대동 인원을 충분히

하여 여유 있게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