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 



47 

에너지원갂 융합(2개원 이상) 및 구역복합(대형)으로  

설치비의 읷부를 지원하는 사업 

개     요 

추진실적 

'13년 총 9개 사업에 80.26억원 지원 

주관기관 에너지원 주관기관 에너지원 주관기관 에너지원 

읶첚광역시, 옹짂굮 태양광, 풍력, ESS 하동굮 태양광, 태양열 거창굮 태양광, 태양열, 지열 

충청북도, 청원굮 태양광, 태양열, 지열 충청북도, 짂첚굮 태양광, 태양열, 지열 태백시, 광해공단 태양광, 태양열 

영월굮 태양광, 지열 완주굮 태양광, 태양열, 지열 해남굮, 녹색연 태양광, 풍력, ESS 

'14년 총 23개 사업에 160.16억원 지원 
주관기관 에너지원 주관기관 에너지원 주관기관 에너지원 

증평굮 태양광, 태양열,지열 광해공단, 문경시 태양광, 태양열 짂첚굮 태양광, 지열 

읶첚시 태양광, 지열, 풍력, ESS 거창굮 태양광, 태양열 읶제굮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녹색연, 싞앆굮 태양광, 풍력, ESS 남양주시 태양광, 지열 삼척시 태양광, 태양열 

제주도 태양광, 풍력 양주시 태양광, 태양열 아산시 태양광, 지열 

양주시 태양광, 태양열 광해공단, 영월굮 태양광, 태양열, 지열 거창굮 태양광, 태양열 

평택시 태양광, 태양열 울릉굮 태양광, 태양열, 지열 양주시 태양광, 태양열 

평창굮 태양광, 태양열 창원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서울중구 태양광, 태양열, 연료젂지 

아산시 태양광, 지열 남해굮 태양광, 풍력 



 사업목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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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지원 대상 및 젃차 

-(사업목적)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에너지원갂 융합사업｣과  
               특정지역의 주택, 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구역 복합사업｣ 활성화 
 

-(사업내용) 싞재생에너지원갂의 융합 및 지역내 다수 용도 건물의 구역복합을 통해 싞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지원 

 지원(싞청)대상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싞·재생에너지설비 제조·설치기업과 민갂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싞청 가능 
  * 주관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제핚 

 추진젃차 

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싞청(3월) ⇒ 공개평가(4월) ⇒ 

센터 컨소시엄 → 센터 평가위원회 

현장평가(4월) ⇒ 선정 및 협약 체결(5월) ⇒ 사업추진 

센터 센터, 컨소시엄 컨소시엄 



융복합지원 규모  

 지원규모(100억원) 

-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 단, 연료젂지 사업은 70%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 : 해당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싞·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시스템 설계비로 구성 

 지원범위  

구역 복합 지원 사업  

원 융합 지원 사업  

태양광, 풍력 등 2개 이상의 에너지원을 융합하여  

에너지를 공급, 싞·재생 활용의 실효성 제고 

핚 지역에 싞·재생에너지 대형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내 주택∙건물∙산업체에 에너지를 

공동으로 공급 

싞·재생에너지원 융합 

주택 

읷반건물 공공건물 

공장 ＋ 

설치대상 구역 복합 

＋ ＋ 

＋ 
정책융합 

(보조금, 규제, 융자, 산업진흥, 민갂투자모델 등) 

태양광 

풍력 

 <융·복합지원 사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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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추진역핛 

 정부 : 융·복합지원 추진계획 확정 등 기획·공모 추진과 관리 

  - 싞재생센터 : 싞청 사업계획 검토·평가, 컨소시엄 선정, 보조금 지원 등  

    융·복합지원  사업 실무 지원·관리 

 

 컨소시엄 : 지역특성에 맞는 융·복합 설계, 사업계획 수립·싞청, 사업수행 등 

  - 지자체, 민갂 : 융·복합 사업비 매칭 부담과 해당사업 수행 

  - 참여기업 등 : 융·복합 시스템 설계 지원과 설비 설치 수행 

시공기업 자격 

 2015년도 보급사업(주택·건물지원) 참여기업 선정 업체가 우선 자격대상,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여부 결정 



51 

지원대상 설비읶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읶증제품을 우선으로 하되, 읶증이 안된 설비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설비의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여부 결정 

    * 읶증제품 : 태양광(모듈 및 읶버터), 태양열(집열기), 지열(지열열펌프 유니트),  

                    소형풍력(소형풍력발젂시스템), 연료젂지(연료젂지시스템) 

 사업대상지 내 가동되고 있는 젂 설비의 운젂현황에 대핚 확읶·점검·제어 등이 

   가능핚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설비의 개별 현황판과 웹 기반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 함께 구축 
 

 사후관리(5년)와 하자보증(하자이행 보증기갂 5년)을 의무적으로 실시 

  * 운영기갂 동안 설비의 모니터링 데이터(에너지 생산현황)와 운젂경험(고장               

    원읶) 등 Track-record 내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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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산정 

설비 시스템 설계 

 사업대상지 여건에 최적화 설계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부하,  

   원별 설치용량 붂석 등 수행 

  - 사업 싞청 시 수요처 젂기요금, 냉난방 비용 등을 근거로 적정 설치용량을  

    설계하여 과다 용량 설치 방지 

  - 사업 선정 후 사업대상지 조건, 원갂 융합 등 세부 설계 진행 

   * 설계범위 : 사업대상지 입지 및 설치여건 붂석, 젂기사용량 등 부하붂석, 계통 연계성      

                    붂석, 에너지원별 설치용량 붂석, 읶허가 조건·젃차 등 조사 

 싞·재생에너지 설비 시스템 설치비용은 에너지원별 시장가격, 공단  

   지원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확정 

   *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의 경우 기준단가의 120% 범위에서 산정 

   * 젂력저장장치(ESS)는 계통연계를 핛 수 없는 도서지역에 핚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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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모델 

주의사항 

 계통연계를 핛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 

    * 발젂원가가 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설치·지원, 기존 디젤발젂기 등을 대체 

 계통연계 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 

    *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젂지 등의 젂기설비와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계갂축열조 등을 사용핚 태양열, 지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갂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젃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읷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핚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특정지역의 구역복합(주택, 공공·상업 건물 등) 

    *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 풍력, 연료젂지 등의 설비 설치·지원 

* 에너지저장장치(ESS) : 지원대상이지만, 1종의 에너지원으로는 불읶정 

* 수송용 연료젂지 지원 제외(연료젂지차, 수소스테이션 등) 

* 설치대상을 주택(마을회관 포함)으로만 구성하여 싞청핛 경우 감점처리 

* 사후관리 기갂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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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사업기간 사업내용 

 발젂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지원 
   하여 기존 디젤발젂기 등을 대체 
 

 (특징)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젂략화를 위핚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 젃감이 가능(에너지저장 장치 용량이 증대되고, 설비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에 핚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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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2 

사업기간 사업내용 

 태양열 지역난방 시스템은 대규모 용량의 계갂축열조에 하젃기에 남는 

   태양열을 축열하였다가 동젃기에 사용하는 시스템 
 

 독읷, 덴마크 등에서 태양열 지역난방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중 

   * 독읷 : SolarThermie 2000프로젝트 등을 통해 10개 이상의 대규모 지역난방시스템 보급  



56 

참고 자료 3 

사업기간 사업내용 

 산업체 부생수소 발생량이 많은 울산 지역에 부생수소를 연료원으로  

   활용핚 수소타운 조성 (수요처까지 수소배관 구축, 연료젂지 설치 등) 
 

    * 140가구 등에 건물용 연료젂지 195kW 설치(기갂„12.8~13.5, 사업비 88억원(정부 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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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4 

사업기간 사업내용 

 기존 LNG연료의 한계 극복을 위해 축산농가 바이오, 합성천연가스(SNG)  

    등을 적용한 연료원 다변화 사업 검토 

 
  * 독일(윤데마을) : 정부·금융기관·주민참여를 통한 중앙집중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 
                              메탄가스 발전시설 연계 하여 연간 7500GWh 전력 및  
                              3,500GWh 열 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