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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태양광 기부프로젝트

□ 개요

ㅇ 대  상 : 디차힐(아동양육시설), 에너지 취약계층 1가구

<디차힐>

ㅇ 설립목적 :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시설보호 및 양육이 요구되는 기아, 고아
등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양육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마장포로 29번길 4

ㅇ 인원현황 : 아동 총 41명, 직원 총 25명

<저소득층 지원>
ㅇ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대상 가구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양갑리

ㅇ 일  시 : 2020.11.25. ~ 2020.12.18.

ㅇ 내  용 :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도 성능시험을 종료한 태양광

모듈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설비 설치 지원

ㅇ 참석자 : KEA 인천지역본부 3명, 인천지역 에너지 유관기관 및

            기업 10명

ㅇ 작성자 : 인천지역본부 송영협 주임

□ 내용

ㅇ 태양광 패널은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 마다 성능시험을 거쳐야합

니다. 이로 인해 매년 시험을 거쳐 가는 태양광 패널이 생기는데,

성능시험 후에는 회수비용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용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착안

하여 저희는 태양광발전소 기부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8년부터 시작된 태양광발전소 기부프로젝트는 올해로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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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맞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태양광패널 수량 확보부터 기부 대

상선정, 기관 및 기업 공동 참여요청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장애

물이 있었음에도 진행이 더뎠던 것 말고는 궤도에 올랐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대상선정과정에서 인천관내 복지시설들을 정리하고, 설비설치가 

가능한 곳을 찾는 것은 언제나와 같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적

절한 곳을 찾아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실제로 설치가 가능할지 

까지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디차

힐을 찾을 수 있었고, 원장님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올해 대상이 된 디차힐은 1951년 전후 전쟁고아들을 위해 세워진 

보육시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덕분에 아이들은 따뜻하게 

자라날 수 있었고, 지역사회에서 어엿한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저희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섬지역 취약계층 에너지 자립 지원도 진행하였습니

다. 한 가구 밖에 진행하지 못했지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점

점 확대해 나간다는 것에 의미를 두려 합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 중 해당 군청담당자와 논의하여 

인천 강화도에서 다리를 건너면 도착할 수 있는 교동도에 거주하

시는 분께 주택규모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움을 드리

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공단뿐만이 아닌, 인천 내 다양한 기관들과 기업

들에서 기꺼이 참여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디차힐의 

경우 대상을 정하고 어떻게 시공해야 할지 현장을 분석하다 보

니, 일부 설치되어있던 설비가 제대로 관리 및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정상화 하는 것 까지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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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디차힐의 계약전력을 변경하였고, 기존 시설의 정상화 

및 이번 태양광 설비 설치를 통해 많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수

시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를 설비가 잘 동작하고 있는

지, 실제로 얼마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전기요금은 절감이 되었

는지 모니터링을 내년에 진행할 것입니다. 지난 ’18, ’19년 설치한 

시설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내년 또한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내에서 원격으로까지 수업이 진행되는 시기에 

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앞으로 조금이나마 마음 놓고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저

희 뿐 아니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또한 뿌듯했을 것입니다.

- 에필로그 : 디차힐에 관심이 생기시거나 보탬이 되고 싶으신 분은

디차힐 : http://www.dichahill.or.kr/ , 032)746-0648

- 참고사항 : 프로젝트를 계기로 인연이 닿은 곳에 지속적인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지역사회에 좀 더 관심을 두고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꾸준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hyangji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