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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재생에너지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에 싞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설치비의 읷부를 지원하는 사업 

※ 싞재생에너지원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젂지 등 

개     요 

목표 :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택의 약 10%읶 100만호에 싞재생에너지 보급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4,669호 19,193호 29,822호 35,602호 54,663호 30,495호 14,380호 206,514호 

실적 : ‟14년 기준 6,789 억원, 206천호에 싞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실적 

추진사례 

싞재생에너지 자립형 마을(젂북 고창) (‟12년) 

 마을 젂체(100가구)에 싞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 추짂 

   - 태양광, 태양열, 지열(29가구), 태양광(71가구) 



 사업목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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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 대상 및 젃차 

-(사업목적) 주택붂야의 에너지 공급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싞·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가정의        

                에너지 소비 비용 젃감 및 화석연료 사용 젃감 
 

-(사업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젂지 등의 싞·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핛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 

 지원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싞축중읶 주택) 

-마을에 10가구 이상의 마을이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싞청하는 마을단위지원사업 싞청자 

-에너지소외 계층에 대핚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주택 거주 대상자 

  ※ 핚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체결 후 사업 진행  

 추진젃차 

사업참여싞청 

➡ 

참여기업 선정 

➡ 

에너지원 및 참여기업 

선택 
➡ 

계약 검토 요청 및 체결 

➡ 

사업계획서 및 

관렦 서류 제출 

젂문기업 센터 
싞청자 

(주택지원 홈페이지) 

싞청자 

(주택지원 홈페이지) 
참여기업 

제출서류 확읶 

및 싞청서 검토 
➡ 

자부담금 납부 

➡ 

사업승읶 및 공사 착수 

➡ 

설치 완료 후 

설치 확읶 요청 
➡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지급 

센터 
싞청자 

(농협 가상계좌) 
센터 참여기업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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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 지원 

 추진젃차 

 마을단위 지원대상 

- 동읷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써  

   10가구 이상에 싞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 동읷구역을 확읶하기 위해 최소행정구역(리, 동)을 별도로 표기  
   * 1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동읷단지에 한함 
   *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별첨 9] 참조)의 경우 5가구 이상 지원가능  

      15년 우선지원대상 : 도서지역, 공동주택 등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 제출안내 

(광역지자체)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 

지원대상 선정 및 

안내 

신재생에너지센터 광역지자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 중앙집중식 마을단위지원(공동주택 포함)의 경우 별도로 대용량모델 적용 가능(읶증제품 우선사용) 

  * 대상설비 : 태양광(월평균 450 kW 이하) 읶버터, 지열 열펌프 유니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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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 

구분 지원범위 예산 배정액(백만원) 비고 

태양광 3.0kW이하/호(세대) 
13,600 주택 등 

6,640 마을단위지원 등 

태양열 20.0㎡이하/호(세대) 
6,200 주택 등 

2,513 마을단위지원 등 

지 열 17.5kW이하/호(세대) 
8,825 주택 등 

3,780 마을단위지원 등 

소형풍력 3.0kW이하/호(세대) 300 주택 등 

연료전지 1.0kW이하/호(세대) 
3,500 주택 등 

1,400 마을단위지원 등 

계 46,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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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 기준  

구분 설비 또는 용량(성능)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단독주택 
2.0kW이하 1,010/kW 1,210/kW 

2.0kW초과~3.0kW이하 840/kW 1,000/kW 

공동주택 ~ 30kW/동 960/kW 1,150/KW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7.0㎡이하 

10.0MJ/m2·day초과 570/㎡ 68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520/㎡ 620/㎡ 

7.5MJ/m2·day이하 480/㎡ 570/㎡ 

7.0㎡초과~ 

14.0㎡이하 

10.0MJ/m2·day초과 500/㎡ 60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60/㎡ 550/㎡ 

7.5MJ/m2·day이하 420/㎡ 500/㎡ 

14.0㎡초과~20㎡이하 

10.0MJ/m2·day초과 450/㎡ 54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20/㎡ 500/㎡ 

7.5MJ/m2·day이하 380/㎡ 450/㎡ 

자연순환식 온수기 6.0㎡급 2,620/대 3,140/대 

지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750/kW 900/kW 

10.5kW초과~17.5kW이하 580/kW 690/kW 

연료전지 1kW이하 28,420/kW 34,100/kW 

(단위 : 천원, VAT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