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아래 피어나는 따뜻함
□ 개요

ㅇ 기관명 : 향진원
<수혜기관 현황>
ㅇ 설립목적 :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 또는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교육, 의료, 자립 등 지원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329번길 32
ㅇ 인원현황 : 아동 총 53명, 직원 총 28명

ㅇ일
ㅇ내

시 : 2019. 10. ~ 2019. 12. (완공식‘19.12. 6(금))
용 :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도 성능시험을 종료한 태양광
모듈을 활용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 태양광설비 설치 지원

ㅇ 참석자 : KEA 인천지역본부 4명, 국내기업 11명
ㅇ 작성자 : 인천지역본부 송영협 주임
□ 내용

ㅇ 더운 여름

그리고 추운 겨울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전, 냉난
방기입니다. 덥거나 추울 때마다 틀다가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

까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전력사용량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
었습니다. 다양한 기업에서 아이들을 위해 지원해준 덕분에 태양
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들을 고민해본 결과,
인증시험 후 폐기되는 태양광 패널을 활용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
었습니다. 활동하는 동안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활동이 끝나
더라도 참여했던 분들의 정성이 남아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후 지역 내 관련된 업체들에 연락해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들
로부터 금전적인 부분과, 필요한 자재, 시공기술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
었습니다. 지역사회 가까이에서 활동하며 지역 내 사정을 더 잘
아는 분들이기에, 사회복지시설 여러 곳을 소개 받을 수 있었습
니다. 태양광발전소 특성상 넓은 공간이 필요해 여건이 되지 않
는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장소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중 다행히 설치여건이 되는 향진원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과 많은 대화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의도와 마음을 전달하였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주
셨습니다.
향진원은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지난
년 전쟁으로 인해 갈 곳 잃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

1957

된 향진원은, 이후 뜻을 이어 오랜 시간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집과 가족처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
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될 건물 옥상을 보니, 계획한 것 보다 더 큰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 한 곳에서 선뜻
더 큰 금액을 기부해 주셨고, 처음 계획보다 더 큰 용량을 계획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설치뿐이었습니다. 다양한 기업에서 바쁜 와중에
설치를 위해 노력해주었고,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할 수 있었습니
다.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향진원에 사는 친구들이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에 춥지 않게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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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앞으로는 리모컨을 잡을 때마다 덜 망설일 수 있다는 것만
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곳에서 냉난방에 필요한 다양한 기기들을 나누어 주지만,
막상 사용 요금이 부담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습
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 꾸준히 해나
간다면 더 많은 곳에서 웃음이 피어날 것입니다.

-

에필로그
향진원

:

향진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분은

: http://www.hyangjin.net/ , 032)875-5607

인천지역본부 담당자
-

참고사항

:

032)432-7034

프로젝트를 계기로 인연이 닿은 곳에 지속적인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지역사회에 좀 더 관심을 둔다

면, 생각 이상으로 가까운 곳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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