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수님께.
지도읍 자동리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소연하오니 군수님께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저는 신안군 지도에서 3년차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김주석 상임이사입니다. 학교를 운영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첫 해에는 근처 산의 풍력 부지 문제로, 그 다음은 돈
사 악취 문제로(현재진행형), 이번에는 학교 주변 및 진입로 태양광 송전선로공사 예정으로 학
교에 써야 할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태양광 발전시설 송전선로 지중케이블 설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학교 주변 농로에 걸
쳐 지나가는 구간의 선로 변경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 신안군 안전건설과는 2020년 10월 20일자로 태양광발전시설 송전선로 설치를
목적으로 ㈜모하솔라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사용허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
도읍 자동리의 2개 필지(2개 지번, 지목은 도로)와 별도 15필지(지목 도로) 총17필지에 태양광
송전선로 지중케이블을 설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의 제기) 신안군청에서 승인한 2개 필지는 2개 지번과 지목상 도로로 돼 있지만, 군데군데
도로와 사유지가 섞여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별도 15필지 중 7곳인 47%는 경작 중인
밭이 섞여 있으며, 8곳인 53%는 아예 지목만 도로일 뿐 도로가 아닌 곳입니다. 신안군청에서
승인한 배경에는 해당 17필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입니다. 도로(국유재산)와 사유지가 섞여 있는 곳임에도 일괄하여 허가 승인을 해준 결과, 민
원과 각종 오해의 씨앗을 뿌린 셈이 됐습니다.
2. (사실관계) 태양광 송전선로 설치는 군데군데, 띄엄띄엄 설치될 수 없는 성질의 작업입니
다. 따라서 위 1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국유지와 사유지가 섞여 있는 해당 승인 구간은
송전선로 설치 공사를 아예 시작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신안군 안전건설과는 해당 승인 구간의 사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소유주와 어떠
한 사전 협의나 계획을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체 공사 구간 중간 중간에 있는 사유지를
빼고 무슨 송전선로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송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이라든지, 안전이격확보 대책을 세운다든지 등등 사전 작업이 전혀 없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 업체 관계자가 와서 공사합니다, 무슨 공사요?, 이러저러한 허가 받은
공사입니다, 처음 듣는 소리요.. 이렇게 일머리가 어리석게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3. (사실관계) 지도읍 자동리 일대에서 공사하려는 해당 사업은 태양광 송전선로 지중케이블
설치 공사입니다. 송전선은 15만4,000볼트의 전압이 흐르는 특고압에 해당합니다. 특고압 송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일명 전자파)의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런 특고압 송전선로가 매설되는 곳으로부터 불과 2~4m 떨어진 곳에 민가와 동물 사육을 하
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불과 20m 떨어진 곳에는 정부 승인 법인이자 청소년 단체(대안학교
운영)의 기숙 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안군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주민의 보건
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수의 민가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아무리 적은 숫
자라도 사람이 살고 있고, 생명이 숨 쉬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 태양광 송전선로 공사에 관한 여러 규정들과 행정 수순과 대책을 신안군청은 전
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의 지중 설치 작업 등을 할 때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 고시를 보면, 적어도 50m 이상은 이격 거리로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안
군 도시계획 조례를 보아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민가가 있는 곳은 50~100m의 안전 거
리를 확보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100~300m를 명시한 곳에 비할 바는 아
니지만 명시돼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는 공사를 승인, 허가해준 신안군청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