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수상가옥 마을의 에너지 행복찾기

□ 개요

 ㅇ 기관명 : 캄보디아 씨엠립 캄퐁 따코브 수상가옥 마을

<수혜기관 현황>

ㅇ 설립목적 : 뚜렷한 거주지가 없는 캄보디아 최빈민층이 함께 모여 수상가옥
마을 조성

* 전력 미공급 지역으로 외부에서 자동차용 발전기를 충전하여 사용

ㅇ 주 소 : 캄보디아 씨엠립 깜퐁 따코브(Kampong Thkov) 수상가옥(23가구)
* 위치: 13.277N, 103.994E

ㅇ 인원현황 : 수상가옥 마을 23가구 주민 80여명

 ㅇ 일  시 : 2018. 7. ~ 2018. 10. (시범사업 완공식: '18.9.20(목))

 ㅇ 내  용 : 캄보디아 수상가옥 마을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스템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 공급 및 일자리창출 

지원

* 태양광(PV) 10kW + 에너지저장장치(ESS) 9.5kWh + 요금납부체계(Billing Mechanism)

 ㅇ 참석자 : (한국) KEA 부이사장 등 공단 임직원 5명, 국내기업 5여명

            (캄보디아) 광물에너지부 차관 등 공무원 및 지역주민 200여명

 ㅇ 작성자 : 글로벌사업실 이지연 주임

□ 내용

 ㅇ 사람이 태어나면서 선택할 수 없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 

둘째 성별, 셋째 바로 국가입니다. 캄보디아는 1인당 GDP가 1,200

달러 정도인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지역 중점협력국으로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

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 하고 있으며, 우연한 기회에 문



화유산 앙코르와트 주위에 있는 `씨엠립'

이라는 지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씨엠립'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

며 전기 혜택과 같은 기본적인 편의조

차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열악한 현실을 접한 후,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도움

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해외 사회공헌활동으로 추진해 온 TV, 라디오 

등 전자기기 기증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첫 기획단계 부터 캄보디아 광물에너지 담당공무원, 씨엠립 주정

부와 함께 하는 것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협의과정을 통해 이 지역에는 전기 공

급이 가장 필요 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기공급은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밤에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가 

혼합된 전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므로 전력공급시스템 설

치 후 완공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년 9월 20일 목요

일, 깜퐁 따코브 수상가옥 마을에서 전력공급시스템 설치 완공

< 깜퐁 따코브 수상가옥 마을 >

< 태양광 설치 후 마을전경 >



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0여명의 인근지역 주민들이 모여 시스

템 완공을 축하해 주었고, 이들을 위해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전통 무용공연,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마을축제

를 열어 주었습니다.

준공식 전통 축하공연 행사장 전경

태양광발전시스템 기증서 전달식 TV 및 라디오 기증식

    또한, 장애우 가정에 TV를, 각 가정마다 라디오를 기증하여 전

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 완공 후 마을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

다. 조명이 설치된 관리실에서 밤에도 물을 구할 수 있게 되었

고, 마을 초입 식료품 가게는 냉장고를 

사용해 시원한 음료를 더 많이 팔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집마다 설치된 

조명과 선풍기 아래에서 부모들은 늦

은 밤까지 병아리우리(어리)를 만들어 

내다팔고, 아이들은 야간 공부방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등 아래 어리를 만드는 가족 

모습 >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하며,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활기찬 마을로 변해

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여전히 전력소외계층이 

사는 많은 오지지역이 있습니다. 아직도 전기에너지를 사용하

는 편리함,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곳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과 같은 해외 사회공헌활동이 많이 발굴되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에너지를 통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뜻깊은 일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 에필로그 : 캄보디아에 도움을 주고 싶은 분은

     글로벌사업실 동남아권역(캄보디아 등) 담당 : 031-260-4235

     캄보디아 광물에너지부 : http://www.mme.gov.kh/en

    - 참고사항 : 해외(개발도상국) 사회공헌활동의 경우 수혜국의 문화

를 이해하고, 해당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해외 사회공헌활동은 국내보

다 활동의 시작과 지속성의 어려움이 있지만, 글로벌 사회에서의 

해외 사회공헌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시원한 물을 마시는 아이들 모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