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밝고, 더 따뜻하게

□ 개요

ㅇ 기관명 : 논현 휴먼시아 하늘마을3단지

<수혜기관 현황>

ㅇ 설립목적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국민임대아파트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5

ㅇ 인원현황 : 주민 6,492명, 관리직원 14명

 ㅇ 일  시 : (1차) '18.11.15.(목) 11:00 ~ 16:00

  (2차) '18.11.20.(화) 10:00 ~ 16:00

  (3차) '18.11.23.(금) 10:00 ~ 15:00

ㅇ 내  용 : 황소바랍잡기, LED교체 시공 지원, 동절기에너지절약캠페인 

등

ㅇ 참석자 : 건물에너지실 직원 12명, 에너지시민연대 2명, 아파트 

관리직원 5명 및 조명업체 직원 3명 총 22명

ㅇ 작성자 : 건물에너지실 한진안 주임

□ 내용

ㅇ 연말이 다가오고, 겨울이 다가오자 우리 건물에너지실은 ‘우리 

주변에 사는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달해 보자!’ 는 목표로 회의실

에 모였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업무에서 벗어나 누군가에게 따

뜻함을 전달해 보자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다양한 의견 중 건

물팀에서 시민연대와 함께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를 선정하고 LED

를 교체하는 사업에서 임대주택이 있다는 얘기에 모두 KEA 임직원

이 봉사해야만 하는 대상임을 직감하였습니다. 그간 낡은 LED 교체

를 교체해 주는 ‘밝음’을 전달해 왔던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사업에 



임대주민을 위한 ‘따뜻함’을 더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다들 큰 공감

과 함께 임대 주민 분들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

어 졌습니다. 다양한 의견 중에 ‘LED 교체 현장에 나가 같이 LED를 교

체하고 점검하기’, ‘임대 주민들이 이용하는 노후 시설의 난방환경 개선하

기’, ‘임대 주민이 사용하시는 주변 시설에 대한 봉사하기’ 라는 세 가지 

봉사주제로 내용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렇게 ‘밝음’과 ‘따스함’이 전달되는 

대상은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인천 논현동 소재의 하늘마을

3단지가 되었습니다.

ㅇ 11월 15일, 구체적 따뜻함을 전달할 부푼 꿈을 안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관리소장님과의 사전 전화로 설명을 드렸지만,

직접 뵙고 아파트 상황도 들을 수 있었고 주변 시설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듣고 공용시설 특히 노인정이 겨울에 춥다는 

얘기와 이밖에도 입주민들이 자주 애용하시는 공용 운동시설

에 한기가 내려 아침에는 운동하기 힘들다는 얘기와 관리사

무소 직원이 일찍 출근하는데 냉기를 맞으며 일하신다는 얘

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철 황소바람잡기(에어캡,

문풍지 시공)대상은 난방환경 개선이 시급한 공통시설 3곳으로 정하

였고 LED조명기업과 함께 LED 교체를 직접 지원하기로 하였습니

다. 황소바람잡기를 위해 현관문, 창틀, 창문이 몇 개인지와 

얼마만큼의 뽁뽁이와 문풍지가 필요한지 사진을 찍고 길이

를 재어 재료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임대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한 LED교체 대상은 주민들이 저녁에도 안전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등과 수목등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장 점검을 통해 교체대상의 사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답사로 방문 드려 시설을 살피고 있을 때 끊임없이 떨어져 가는 

낙엽을 하염없이 치우시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의 모습을 보았습

니다. 같이 갔던 사전점검인원을 준비인원과 주변정리인원으로 나

누어 경비 아저씨들과 저물어가는 가을의 흔적을 같이 지워드렸습



니다. 경비원 아저씨들께서 낙엽 치우는 걸 돕겠다고 하니 하루 종

일 이거 어떻게 치우나 하셨다면서 즐거워하셨던 모습이 자꾸 떠

오릅니다. 한편, 경로당에서는 전문가처럼 보여야하는데 어색했던 

저희 모습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견하게 바라봐 주시고 격려

해 주시는 말씀에 어떻게든 한 겹의 얇은 창문으로부터 새어 들

어오는 한기를 막아 겨울철의 찬바람을 잡아드려야겠다는 의지를 한

껏 불붙이게 되었습니다.

할머님들 대견... 실측자 난감... 치워도 치워도....

ㅇ 11월 20일 드디어 본격 공사와 캠페인의 날이 밝았습니다. 전

날까지 뽁뽁이를 재왔던 치수에 맞춰 재단하느라 피곤하면서도 

흥분된 몸을 이끌고 임대아파트를 향하였습니다. 차량에 재단

된 문풍지, 뽁뽁이를 싣고 뭉클한 마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께 

출발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경로당팀, 운동시설팀, 관리사무

소팀으로 나누어 뽁뽁이와 문풍지를 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쁘게 지나치시는 주민들, 담소를 나누시던 할머니, 할아버지, 관

리사무소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꼬맹이까지 모두 무슨 일인지 한 

번씩 무심히 쳐다보고는 따뜻함과 고마움의 눈빛을 멈춰주셨습

니다. 그렇게 무심한 듯 따스한 격려 속에 문풍지와 뽁뽁이 공

사를 마친 후 곧바로 본격적인 LED교체 시공 지원에 나섰습

니다. LED 교체기업과 함께 사전 교체대상을 물색하고 조명

공사를 돕기 위한 자재와 공구를 전달하는 한편 조명커버를 



청소하면서 LED교체가 단순히 등을 교체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등과 맞는지 틈새 등 깨끗하기 보이지 않는 틈은 없는지 여러 가

지를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

로 따뜻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명한 에너지소비가 우선

이라는 구호 아래 입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정문 앞에서 에너지절

약을 같이 참여하자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주민들의 눈에 익은 관

리사무소 직원부터 조명시공업체까지 모두 참여하여 “에너지절약”

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새기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어떻게 마쳤는

지 순식간에 지나쳐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다 돌아

보니 같이 갔던 직원 모두 곯아떨어져 있었습니다. 바쁜 하루였지

만 직원들의 자는 얼굴 하나하나에는 뿌듯함이 한껏 묻어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쑥스럽지만 다같이... 뜯고 쓸고 딱고...

뽁뽁이는 이렇게... 조명아 빛나라..



ㅇ 11월 23일 그동안 봉사활동을 점검하고 불편하신 점은 없는

지 세 번째로 방문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환환 웃

음이 가득한 따뜻한 환대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마움을 전

달하는 토닥임 속에 봉사하는 즐거움을 새삼 느끼며 시설과 

LED교체한 곳을 마지막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창문에 시공한 

뽁뽁이가 시야를 가려 제거해달라는 할머님의 말씀도 문풍지

를 보강해달라는 할아버지의 말씀도 귀담아 들어 바로 조치하

여 드렸습니다. LED조명이 충분히 밝지 않다는 말씀이 있으셔

서 LED설치한 동에 가서 밝기 점검과 재시공을 하였습니다.

모든 점검이 끝나고 현장을 돌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고, 입주

민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고마움을 실어 주셨

습니다.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 해 아쉬운 마음과 홑겹의 창문

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불어넣어 드렸지만 여전히 올 한해를 한 

겹에 의지해 겨울을 지내셔야하는 경로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생활하셨으면 하는 복잡한 심경

으로 내년, 내후년에는 더욱더 따뜻함을 전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일원이 되자 다짐하며 뭉클한 책임감을 갖는 “밝은 온기나눔 캠페

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요? 밝아져라 밝아져라

- 에필로그 : 논현 하늘마을3단지(인천시 남동구 논현로45, ☏

032-427-8068)



- 참고사항 : 에너지절약을 위해 단열창호 2겹으로 교체가 필요합

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 교체지원사업이 한국 에너지재

단에서 실시하고 있어 알아보았으나, 내년 6월 지자체(인천시청)

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알아본 것을 말

씀드렸는데 꼼꼼히 챙기셔서 신청하실지 걱정이 앞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