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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그린빌리지사업 보급지원계획

○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그린빌리지사업(동일 최소행정구역 

   단위인 리별 10가구 이상의 마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을 지원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산과 더불어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Ⅰ. 개  요
 1. 사 업 량 : 2013 그린빌리지사업 보급지원

 2. 기    간 : 2013. 4. ~ 12. (9개월간)

 3. 사 업 량 : 진부면 두일리외 1개마을 21가구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4. 지원대상 

   1) 4월 중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선정 예정인 그린빌리지사업 대상마을 신청주민

   2)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  

주택 또는 소유 예정자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5. 사 업 비 : 군비76,650천원 추정 (센터의 마을선정 결과에 따라 조정)

구 분
수 량

(식)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지원(천원)
자부담

(원)
국 비 도 비 군 비

계 35 548,619 290,679 32,850 76,650 148,440

태양광 7 55,167 23,667 4,200 9,800 17,500

태양열 11 99,198 60,258 8,250 19,250 11,440

지  열 17 394,254 206,754 20,400 47,600 119,500

   □ 그린빌리지사업 신청 마을별 소요사업비

   1) 약초마을(두일리)     : 275,946천원

     - 국비)149,166 도비)17,250 군비)40,250 자부담)69,280

   2) 면의동마을(상진부리) : 272,673천원

     - 국비)141,513 도비)15,600 군비)36,400 자부담)79,160



Ⅱ. 사업비 및 보조금 산출근거
   1. 총사업비 산출 : 마을별로 선정된 최종시공업체 견적단가 적용

   2. 보조금지원 산출근거

     1) 국 비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 - 74호」 의거
구 분  설비 또는 용량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3kW 이하 1,150/kW

태양열 
  평판형․

이중진공관형

10㎡이하 446/㎡

10㎡초과~20㎡이하 415/㎡

지  열 수직밀폐형 10.5kW초과~17.5kW이하 695/kW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국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 

     2) 도 비 : 강원도 에너지자원과-438(2013.1.14)호 의거

구  분

설치범위별 지방비 지원기준(천원)

비 고
설치범위

지방비

계 도비(30%) 군비(70%)

태양광 3㎾ 2,000 600 1,400

태양열
7㎡초과~11㎡이하 2,000 600 1,400

11㎡초과~15㎡이하 2,500 750 1,750

지  열 10.5초과 ~17.5㎾이하 4,000 1,200 2,800

     ※ 센터의 설치확인서 발급 확인 후 지방비 설치주민에게 지급

Ⅲ. 그동안의 추진실적

구 분

사업비(천원)

가구수 사업성격
계 국비 지방비

민  간
자부담

계 1,139,041 589,616 307,760 236,900 62

2008 120,960 75,600 45,360 - 6 태양열

2009 222,500 135,600 47,900 39,000 10 태양열

2010 105,000 - 95,000 10,000 5 태양열

2011 121,841 66,814 20,000 35,000 5 지  열

2012 568,740 311,602 99,500 152,900 36
태양광6,지열13,

 태양열17



신 청 자 참여기업 신재생에너지센터

회원가입 회원가입/업체정보 등록

  ①지역, 에너지원,  

    참여기업 선택 
②계약검토 후 진행/포기

③계약 체결 및 사업신청서류

 (계약금액,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계약서)를 센터에 제출
(신청서 접수 SMS 발송)

④제출서류 확인

(검토완료 SMS 발송)

⑤자부담금 예치 가상계좌 

안내(SMS 발송) 및 정부 

지원금 선급금 지급동의

⑦사업 승인(SMS 발송)  및 

설비 공사(현장 공사) 착수

 - 정부 지원금 선급금 지급 요청

⑧정부 지원금 선급금

  지급

Ⅲ. 사업추진 절차
   1. 그린빌리지사업 대상마을 선정절차

추진

절차

마을선정 

및 추천

⇨

전문가 평가

및 선정

⇨

선정마을통보

⇨

신청자 안내

시행

주체
강원도→센터

센터 및 

강원도
센터→강원도

강원도→시군

→신청자

비고

우선순위 

추천

(지자체)

필요시 

현장방문

선정 마을

시스템 반영

그린홈 

홈페이지 

신청

     1) 3.22일 우리군 사업계획서 강원도 에너지자원과 제출

     2) 4월 중 신재생에너지센터 그린빌리지사업 대상마을 선정 통보계획

   2. 센터의 그린빌리지사업 대상마을 선정 통보 후 절차



⑥자부담금 납부(7일 이내)

⑨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⑩설치 확인 

(완료 후 SMS 발송)

  ⑪자부담 지급 동의

    및 만족도 조사 

⑫ 자부담금 및 정부 지원금 잔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Ⅱ. 재원대책 및 향후계획
   1.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그린빌리지 선정 통보결과에 따라 2회추경에 군비 부담분 확보

     - 최저 36,400천원(면의동마을 선정시) ~ 최고 76,650천원(2개마을 선정 시)

   2. 연내(12월말까지) 공사 및 보조금 지급완료계획

붙  임  : 1. 평창군 그린빌리지 설치희망 마을 및 최종시공업체 현황 1부.

         2. 마을별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1부. 

         3. 강원도 주택지원(그린빌리지)사업 보급계획 1부. 

         4. 마을별 사업계획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