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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학 선생의 사회공헌 정신, 

태양광으로 계승하다!

□ 개요

ㅇ 기관명 : 성요셉요양원 

ㅇ 일  시 : ‘18.9.3. ~ 10.20 (발전설비 공사기간)  / ‘18.10.23 (준공식) 

ㅇ 내  용 : 민관 협력체계 구축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30kW 기부

             (연간 전력사용량의 1/3, 약 4만kWh, 800만원 절감)  

ㅇ 참석자 : 제주지역본부 및 참여기업 임직원등 20여명

ㅇ 작성자 : 제주지역본부 윤수현 차장 

< 성요셉요양원 현황 >

ㅇ 설립목적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치료·요양 및 노후생활안정

ㅇ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배낭골로 81(상효동)

ㅇ 인원현황 : 치료·요양이 필요한 노인 50여명 거주 중

□ 내용

ㅇ 강창학 선생님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창학 선생님은 

제주도 감귤산업을 주도하고, 도내에 야구장과 체육공원을 건립하

여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여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2003년에는 나라에서 국민훈장 동백

장을 추서하기도 하였습니다.

1986년, 강창학 선생님의 토지 기부를 통해 제주가톨릭 교구에서

는  도내 소외받는 노인들을 위해 서귀포 상효동에 성요셉요양원

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치매 등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50여

명 가량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전력사용량이 연간 약 12만kW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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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4백만원)에 달합니다. 노인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냉난

방전력 사용을 줄일 수도 없고, 운영비 부담은 너무 커서 원장님을 

비롯한 요양원 직원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제주지역본부 직원들은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정부목

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가장 적

절한 사업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러 사회복지시설

과 접촉하던 중 성요셉 요양원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강창학 선생

님의 사회공헌 정신이 저희가 지향하는 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요양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한다면 전력비용 절감과 환경보전, 그리고 에너지전환이라는 1거 

3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판단했습니다.

교구 관계자와의 사전미팅 및 요양원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건을 

확인하고, 사업의 취지 및 안전성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

니다. 최근 유해물질, 전자파 발생 등 태양광 설비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서 직원분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셨습

니다. 저희가 오랜시간 면담과 ‘태양광 바로알기’ 발간물 등을 통해 

설비의 안전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자 안심하셨습니다.

< 성요셉요양원 사전 현장점검
> < 사업 추진계획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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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본부에서는 ‘탐라 태양광 나눔사업’ 제안서를 작성하고 함께

할 파트너를 찾아 나서는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우선, 기후대책실

에서 탄소중립기금 33백만원을 협조받아 시공비로 활용키로 하였

습니다. 사랑 나눔 사업의 취지에 공감한 한화큐셀(주)에서 태양광 

모듈(30kW)을 현물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소재 지역기

업인 ㈜세경에서 지역사회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설비 

원가시공 및 운영·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탐라 태양광 나눔사업 역할 체계도>

한국에너지공단 성요셉요양원 민간기업

✔사업총괄(제주지역본부)
✔사업비지원(기후대책실)  

태양광 발전소
30kW

한화큐셀㈜ ✔모듈지원

㈜세경
✔원가시공 
✔운영․관리지원

태양광보급확대 / 사회적가치 전력절감(800만원/년) 태양광보급확대 / 기업사회공헌

참여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신재생기업들로 봉사단을 꾸

려 제주도 병곳오름 가꾸기 행사를 함께하면서, 탐라 태양광 나눔사

업에 대해 알리고 자문도 구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태양광 설비를 

주차장 그늘막 형식으로 시공하여 공간을 활용하는 데에 대한 조언 

등을 해 주었습니다.

태양광 사랑나눔 업무협약서 신재생기업과 병곳오름 가꾸기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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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요양원, 시공기업과 긴밀하

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정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관

계자 모두 이 기부사업이 ‘올해 내가 가장 잘한 일’ 목록 1순위라

는 말을 주고받으며 기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태양광 설비 공사(포크레인) 태양광 설비 공사(모듈설치)

설비 준공식이 개최된 ‘18.10.23(화)는 날씨가 아주 맑았습니다. 요양원

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기에 준공식은 요양원 관계자와 참여기

관만 참여하는 소박한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거동이 가능하신 어르

신들께서 태양광 설비를 구경하러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따사로운 가

을 햇빛을 즐기며 맛있는 밀감과 떡을 나누어 먹고,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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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현판 제막식 준공식 참석자 전원 기념촬영

이번 태양광 설비 설치로 요양원에서는 매년 약 4개월분의 전력 사용

량(약 4만kWh, 8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

들 앞으로 쾌적하게 지내면서도 운영비 걱정을 덜게 되었다며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설비 설치 전경(30kW)

얼마 전, 운영현황 점검을 위해 요양원에 들렀는데 발전도 잘 되고,

주차장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제주지역본부에

서는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나

눔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에 노력할 계획



- 96 -

입니다. 하늘에 계신 강창학 선생님도 흐뭇하게 지켜보시리라 생각합

니다.

  

태양광 설비 사후 현장점검 차년도 제주지역본부 사업계획

- 에필로그

      성요셉요양원에 도움을 주시려면...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배낭골로 81(상효동)

      홈페이지 ： www.stjoseph.kr

      전화 : 064-732-7607

- 참고사항 : 성요셉요양원 어르신들은 치매증상을 앓고 계시므

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놀라

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해 주세요.

-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여성 자존감 상승활동(마스

크팩 하기, 네일아트 등) 등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속직원들의 특

기를 살려 재능기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