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은 반짝! 농가는 안심!
□ 개요
ㅇ 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1리 태양광 마을

<수혜기관 현황>

ㅇ 주
소
ㅇ 인원현황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1리
: 위곡1리 태양광 주택 30개소 60여명

ㅇ 일

시 : 2019. 8. 22.(목) 14:00~17:00

ㅇ 내

용 : 고령화 및 관리소홀로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태양광 설비의 안전점검 및 청소

ㅇ 참석자 : KEA 경기지역본부 임직원 9명,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동부지사 5명, 신재생전문기업(에스피브이(주),
㈜지에스피, ㈜조은엔지니어링, ㈜광명전기, 에스디엔(주),
㈜가이아에너지) 6명,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2명,

도내 대학생 18명으로 총 36명
ㅇ 작성자 : 경기지역본부 에너지협력팀 우수정 주임

□ 내용
(1) 우리집 태양광 좀 봐주세요!
주택용 태양광 시설의 수명은 30년도 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리가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태양광 패널 위에 이물질이 쌓여 효율을 줄이지
않도록 확인해야하고, 전기가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주어야
합니다.

한편, 고령화 된 농촌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이용에 고민이
많습니다. 설비가 안전한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지만, 체력적 ‧ 경제적인 여력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직접 올라가서
확인하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을 청소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따르지요. 자칫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설비가,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어르신들이 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단의
방문은 위곡1리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하게 쏘아보는 물줄기
저희가 방문한 가평군 설악면
위곡1리는 푸른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있고, 수박만 한 참외가
열리는 깨끗한 농촌마을입니다.
위곡1리에
지붕위에

도착하니

집집마다

올려져있는

반짝이는

태양광패널이 눈에 띄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청소하는 모습

그야말로 ‘태양광 마을’이었습니다.

위곡1리 이장님과 마을 어르신들의 환대 속에, 봉사단은 준비해 온
모자와 조끼, 물과 간식을 단단히 챙기며 결의를 다져봅니다.
뜨거운 태양아래, 봉사단은 조별로 담당 주택을 정해 이동했습니다.
담당 주택에 도착하자, 댁 어르신께서는 준비해 둔 과일을 들고

나오시면, 저희를 환영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환대에 힘입어,
봉사단은 본격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살피러 올라갑니다.
먼저, 수압 물분사기로 태양광패널에 물을 쏘아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곤충이나 조류의 배설물, 쌓인 미세먼지를 제거해,
광흡수율을 높이고, 전류생성을 상승시키는 작업입니다.
청소를 위한 수압 물분사기는 꽤나 무거워 두 명이 함께 들어
옥상으로 올려야한답니다. 수압분사기를 들어올리는 봉사단은
물줄기를 쏘아보기도 전에 금새 땀범벅이 되었지만, 시원하게
물을 쏘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씻겨내려가는
먼지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시는 어르신의 미소는 덤이었지요.
(3) 태양광? 에너지공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패널을 청소한 뒤에는, 태양광 발전 전원설비를 점검했습니다.
신재생전문기업의 도움을 받아, 작동과 전기안전을 꼼꼼히 점검
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설비가 안전하게, 잘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봉사단이 꼼꼼히 안전점검을 수행해내는 동안, 마을 어르신들께서는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봉사자에게 다가와 여러 공단 사업과
태양광 발전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소 멀리 느끼셨을
사업과 혜택, 태양광 지식에 대해 요목조목 물어보실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 생각되었습니다. 이 또한 지역본부에서 만들어가야
할 모습이겠지요.

(4) 다음에 또 만나요!

활동을 마무리하며 마을을 나서자,
농가 어르신들께서는 버선발로 마중
나와, 언제 또 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봉사단의 방문이 어르신들께 든든한
힘이 되었다는 뜻이었겠지요.
땀에 흠뻑 젖은 봉사단은 어르신들의
만족스러운 미소에 더위도 잊은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안전점검해요!

농촌 태양광 소유주는 주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기에,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지역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양광 설비, 이제 걱정 마세요!

- 에필로그 : 태양광 설비 관련 사회공헌활동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031-300-9913~4
- 참고사항 : 태양광 패널의 일상적인 이물질은 빗물로도 충분히 씻겨내려
가지만, 고착된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다면 효율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태양광 패널이 있는 곳은 일조량이 상당
합니다! 한 여름에는 선크림과 모자를 꼭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