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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 개요

 ㅇ 일  시 : ① '17.8.26 (토), 10:00 (캄보디아), ② '17.9.27 (수), 10:00 (몽골), 

③ '17.11.14 (수), 12:00 (페루)

 ㅇ 내  용 : 해외 취약계층 대상 국내산 휴대용 미니태양광 발전기 기증

 ㅇ 참석자 : 이사장님 등 공단 임직원 4~5명, 유관기관 10여명

 ㅇ 작성자 : 글로벌사업실 최유림 대리

<해외 에너지 취약계층 미니태양광 나누기 활동 개요>

①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의 수상가옥 거주 가족 대상
② (몽골) 게르 거주 유목민 대상
③ (페루) 오지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 내용

  아프리카,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는 전기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12억 명에 달하며, 전 세계적으로 5명 중 한 명이 제한

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

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지역별 발전정

도의 차이, 전력망 계통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

였습니다. 우리 공단이 기관의 미션에 부합하면서 그 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

다.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의 혜택을 받게 하려면 어떻

게 해야 할까? 우리가 가장 잘 하는 게 뭐지?’에서 시작된 고민

은 「해외 에너지 취약계층 미니태양광 나누기」라는 사회공

헌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전기 사용이 어려운 이유가 전

기가 들어 올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이라면, 전력망 계통

과는 별개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국내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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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한 휴대용 태양광발전기와 우리 사업실에서 수행하는 해외사

업 및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한다면, 더 많은 이들이 다양한 장

소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

게 시작된 「해외 에너지 취약계층 미니태양광 나누기」행사

는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몽골, 페루까지 공단의 따뜻한 손길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행사는 캄보디아의 수상가옥의 한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하게 되었는데, 16세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 현재 5살, 3살 아

이들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인 한 소녀는 전기가 없어 밤에는 전

혀 활동을 할 수 없어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는 등 생활에 어려움

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수상가옥은 매스컴에

서 보아왔던 낭만적인 수상가옥들과는 달리,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허름하여 그 모습만으로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수상가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off-grid로 전기가 들어갈 수 없

는 곳이었습니다. 수상가옥 주변에는 제대로 된 옷가지도 없이 

진흙탕 위를 뛰어다니는 아이들로 가득했으며, 아직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들이 울고 있는 갓난아기들을 껴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

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수상가옥의 아이들 또한 태양광 발전기에 

연결 되어 불을 밝히는 전구를 보며 신기한 듯 초롱초롱한 눈을 

밝혔으며, 전기가 들어오는 전구의 모습을 보자마자 우리들의 손

을 하나하나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기증한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되어 기뻐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자 공단 

직원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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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기 기증 모습 수상가옥단지 아이들에게 과자나누기

성공적인 캄보디아의 사회공헌활동을 시작으로, 몽골 게르 거주 

유목민과, 페루의 오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미니태양광을 기증하

며,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게

르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의 주민들은 휴대용으로 전기를 활용 할 수 

있는 것에 많이 놀라며 기뻐하였고, 페루에서는 안데스 산맥으로 인하

여 그리드에 연결 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았는데, 태양광을 지급받은 

한 가정에서는 늦은 밤에도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활동들이 단시간에 그들의 미래를 ‘밝힐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작지만 꾸준한 사회공

헌활동들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손길이 닿은 그 곳의 사람들만큼은 

밤에도 책을 읽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 할 수 있는 시

간들이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조금은 따뜻하고 밝은 세

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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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태양광발전기 기증 모습 몽골 태양광발전기 설치 모습

페루 태양광발전기 기증 모습 페루 태양광발전기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