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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이  

좋나요?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가능 
 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세액 공제 가능 
 SNS를 통한 에너지 취약계층 알리기 가능 

직접 기부 무통장입금 또는 정기기부신청 
현물은 기금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지인 또는 주변에게 캠페인 브로셔를 전해주시고 추천해 주세요. 
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홈페이지로 캠페인 사이트 접속 
모금상품 / 후원방법 선택 

② 소액정기후원 추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홀로 딸을 키우는 이모(35세)씨.  
방학이라 집에있던 8살 딸이 며칠동안 손이 가렵다고 해서 이상히 여겨 병원에 데
려가니 놀랍게도 동상 초기라 합니다. 
“연료비를 아끼느라 아침 샤워할때 말고는 따뜻한 물도 제대로 못쓰게 했어요. 찬물로 
손씻고 난방도 안되는 차가운 방에 있었더니…” 
차갑게 식은 방에서 혼자 추위와 어려움에 시달렸을 딸을 생각하며 엄마는 눈물 짓습니
다.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은 더욱 매섭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多家溫 서울 
다(多)가(家)온(溫) 서울이란?  

‘더 많은 따뜻한 가정’이라는 뜻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의 겨울 캠페인 활동입니다.  

① 기부자 추천 후원을 희망하는 기부자와 담당자와 연결해주세요.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시민들께 다.가.온.서울 캠페인이 찾아갑니다.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온기를 보태주세요!  

캠페인기간 • 2016년 12월 1일 ~ 2017년 2월 28일 

지원대상 • 에너지취약계층 2만 가구 

지원품목 • 내복, 이불, 단열제품 (방풍재, 에어캡 등) 

캠페인 추천대상 
•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신 분 
• 따뜻한 온기를 전하실 시민, 주변의 지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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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러분을 위한 참여 안내 

3 SNS 참여이벤트  다가온캠페인 동영상을 공유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기타 이벤트, 에너지 정보 등 다양한 내용물 게시
(https://www.facebook.com/seoulenergy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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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이  

좋나요?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 가능 
 현장방문 및 봉사활동 가능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시너지 창출 
 기부금 전달식, 기업 언론 홍보 진행 
 후원금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 

사회공헌 후원금품 
기부 & 봉사활동 

후원금품과 매칭그랜트 여부, 봉사활동을 담당자와 협의해 
진행 가능합니다. 

지인 또는 주변 기업에게 캠페인 브로셔를 전해주시고 추천해 주세요. 
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홈페이지로 캠페인 사이트 접속 
모금상품 / 후원방법 선택 

② 소액정기후원 추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홀로 딸을 키우는 이모(35세)씨.  
방학이라 집에있던 8살 딸이 며칠동안 손이 가렵다고 해서 이상히 여겨 병원에 데려가
니 놀랍게도 동상 초기라 합니다. 
“연료비를 아끼느라 아침 샤워할때 말고는 따뜻한 물도 제대로 못쓰게 했어요.  
찬물로 손씻고 난방도 안되는 차가운 방에 있었더니…” 
차갑게 식은 방에서 혼자 추위와 어려움에 시달렸을 딸을 생각하며 엄마는 눈물 짓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은 더욱 매섭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多家溫 서울 
다(多)가(家)온(溫) 서울이란?  

‘더 많은 따뜻한 가정’이라는 뜻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의 겨울 캠페인 활동입니다.  

① 기부기업 추천 후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담당자와 연결해주세요. 

에너지복지시민기금 기업에게 다.가.온.서울 캠페인이 찾아갑니다.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업의 온기를 보태주세요!  

캠페인기간 • 2016년 12월 1일 ~ 2017년 2월 28일 

지원대상 • 에너지취약계층  2만 가구 

지원품목 • 내복, 이불, 단열제품 (방풍재, 에어캡 등) 

캠페인 추천대상 
•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찾는 기업 
• 따뜻한 온기를 전하실 시민,기업가, 주변의 지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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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캠페인은 시민참여를 위해 페이스북 캠페인으로도 진행됩니다.  

기업 담당자님을 위한 참여 안내 



서울시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온. 캠페인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 U 

 

 

 

 

 

 

 

어떤 점이  

좋나요?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 가능 
 현장방문 및 봉사활동 가능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시너지 창출 
 기부금 전달식, 기업 언론 홍보 진행 
 후원금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 

직접 기부 
무통장입금 또는 정기기부신청 
현물은 기금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지인 또는 주변 기업에게 캠페인 브로셔를 전해주시고 추천해 주세요. 
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홈페이지로 캠페인 사이트 접속 
모금상품 / 후원방법 선택 

② 소액정기후원 추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홀로 딸을 키우는 이모(35세)씨.  
방학이라 집에있던 8살 딸이 며칠동안 손이 가렵다고 해서 이상히 여겨 병원에 데
려가니 놀랍게도 동상 초기라 합니다. 
“연료비를 아끼느라 아침 샤워할때 말고는 따뜻한 물도 제대로 못쓰게 했어요. 찬물로 
손씻고 난방도 안되는 차가운 방에 있었더니…” 
차갑게 식은 방에서 혼자 추위와 어려움에 시달렸을 딸을 생각하며 엄마는 눈물 짓습니
다.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은 더욱 매섭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多家溫 서울 
다(多)가(家)온(溫) 서울이란?  

‘더 많은 따뜻한 가정’이라는 뜻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의 겨울 캠페인 활동입니다.  

① 기부기업 추천 후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담당자와 연결해주세요.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이사님들께 다.가.온.서울 캠페인이 찾아갑니다.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사님의 온기를 보태주세요!  

캠페인기간 • 2016년 12월 1일 ~ 2017년 2월 28일 

지원대상 • 에너지취약계층 2만 가구 

지원품목 • 내복, 이불, 단열제품 (방풍재, 에어캡 등) 

캠페인 추천대상 
•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찾는 기업 
• 따뜻한 온기를 전하실 시민,기업가, 주변의 지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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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캠페인은 시민참여를 위해 페이스북 캠페인으로도 진행됩니다.  

이사님을 위한 참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