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을! 

귀뚜라미그룹과 함께하는 

2017년 제 11회 『워밍업코리아』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KGS 사회공헌활동인 『워밍업코리아』가 
올해에도 귀뚜라미그룹과 함께 11.15(수)~12.20(수)까지 

총 4차에 걸쳐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KGS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워밍업 코리아(Warming Up! Korea)’는

2007년 최초 시행이후 소외계층 주거시설 개선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2013년 본사 이전 후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구분 추진 회차 활동 내용

시흥
시대

1회∼7회 
( 07년∼13년)

•(대상) 장애인,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활동) 가스시설 교체, 김장담그기, 
             주거환경 개선

음성
시대

8회
 (14년)

•(대상) 무의탁 독거노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동)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개선, 
             연료비 지원

9회 
(15년)

•(대상)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활동) 김장봉사, 주거환경 개선

10회
 (16년)

•(대상) 무의탁 독거노인, 장애아동 가정, 
             장애인복지시설
•(활동) 김장봉사, 동절기 생필품 후원, 
             주거환경정화

추진 실적  



올해도 지역의 장애인, 독거노인,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점검·개선, 주거환경개선, 

김장 등의 행복 나눔을 실천하였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김장 나눔 대축제

(무의탁 독거노인)

밑반찬 나눔 및 어르신 노래교실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역 아동센터) 

가스시설개선 및 산타축제

1차
2차

4차3차

  2017년 워밍업 코리아 활동 내용



KGS의 오재순 부사장님과 인재경영처장님께서 함께하신 

이번 봉사활동은 우리 공사 직원 30여 명과 

귀뚜라미 복지재단 직원 및 부녀회 70여 명이 

행복나눔봉사단으로 참가

KGS[2차(11.22), 4차(12.20)]와 

귀뚜라미 그룹[1차(11.15), 3차(11.29)]

양측이 차시를 분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KBS 2TV 『생생정보』
(2017년 12월 1일(금) PM 6:30~7:50 방송)에도 

소개되었는데요.



워밍업 1차인 11.15(수)에는

 경기 파주에 위치한 교남어유지동산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싱싱한 배추를 손수 다듬고 

맛깔스러운 양념에 버무린

김장 담그기 활동과 복지시설 환경 개선, 

가스시설 점검 및 개선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원봉사단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밑반찬을 만들어 

홀몸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끼 식사를 대접하는 

소박하지만 훈훈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1.22(수)에 있었던 

워밍업 2차 활동에서는 

충북 음성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트로트 인기가수 

정해진씨를 초청!



신나는 음악과 함께
히트곡 메들리를 들려드리자

함박웃음을 짓고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시는 어르신들.

맛있는 식사 후에는 강당에서

흥겨운 노래교실이 열렸습니다.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절로 마음이 뿌듯합니다.



사랑의 도시락 배달과 함께 

방문한 가정마다 노후가스시설도 

꼼꼼하게 점검해 드렸지요.

행사가 끝나자 오전에 만들어 놓은 밑반찬을 가지고

홀몸 어르신들 댁으로 이동한 자원봉사단들.

행사가 끝나자 오전에 만들어 놓은 밑반찬을 가지고

홀몸 어르신들 댁으로 이동한 자원봉사단들.



도배와 장판은 물론, 
타이머콕 교체, 화장실 청소까지

깨끗하고 안전하게 
집을 단장해드렸습니다.

워밍업 3차인 11월 29일에는 

서울 강서구의

저소득가정을 방문



앞으로도 KGS는 

가스업계의 협업 사회공헌활동으로 

소외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지원하는 

따뜻한 사회가치 창출모델을 

적극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