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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권오익 에너지팀장 김석용[ , ( 839-2828)]☎

1-3 에너지자립 보급률 향상

사업
이행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임기중
목표대비
진도율

● 100%

사업주체 군 임기구분 임기내 신규여부 계속

◈ 공약내용: 에너지자립 보급률 향상으로 에너지 복지구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공약이행 확인지표: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구 수 및 도시가스 저장탱크 포함 보급률(LPG ) 

사업개요

사업내용 

에너지자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율 향상   

주택지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등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     - , 

   경기북부지역 사업자인 대륜 와의 투자사업비 분석 등으로 단계별 도시E&S㈜ 가스 공급

계획 수립

적정사업비 분담을 위한 정책적 공급방안 강구로 단계별 장기 계획수립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저장탱크 배관망 방식의 가스 공급“LPG + ” 체계 구축 확대 

 추진전략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적극적인 설치 지원   

     - 신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 향상이 가능한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매년 신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하고자 주택 및 마을에 사업 지원     - ·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취사 난방용 에너지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 단계, 100% 

별 계획 수립 추진

소형저장탱크 구축사업으로    LPG 연료사용 환경개선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계획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설치 도시가스 및 소형저장탱크 사업( ) , LPG

 실적( ) 신재생에너지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내 도시가스 및 소형저장탱크, LPG  

지원사업 추진

구분
총계

백만원( )
기투자

상반기(‘18 )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23,835 42 22,293 1,200 2,097 2,485 10,581 5,930 1,500

국비 2,906 21 2,835 - 46 476 1,772 541 50

도비 5,326 - 4,826 300 800 547 1,284 1,895 500

군비 12,467 21 11,496 900 1,251 1,462 6,087 1,796 950

기타 3,136 - 3,136 - - - 1,438 1,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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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시설 수 가구 수( : , , %)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구 수

태양광 등( )

계획① 1,250 250 250 250 250 250

실적② 1,401 249 252 345 555

달성률 ÷② ① 112.1% 99.6% 100.8% 138.0% 220%

도시가스(LPG 
저장탱크 포함) 

보급률(%)

계획① 53% 45% 47% 49% 51% 53%

실적② 51.4% 45.2% 46.0% 48.8% 51.4%

달성률 ÷② ① 96.9% 100.4% 97.9% 99.6% 100.8%

  연천군 전체 세대수 대비 도시가스 저장탱크 보급률 목표 매년 증가(LPG ) ( : 2%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추진실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 
단위 개소( : )

사업명
실적 신 재생보급·

(주택지원사업)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도비( )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지원사업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연도 계

연도별
실적

2018 249 75 142 22 -

2019 252 184 68 - -

2020 345 144 120 8 73

2021 555 152 56 - 347

도시가스 보급사업 저장탱크 포함   - (LPG )
단위 가구( : %, )

사업명 연도 보급률(A) 관내 가구수(B) 누적 수혜가구수(C)
실적

수혜가구수 저장탱크LPG 도시가스

연도별
실적

2018 45.2 21,526 9,718 204 - 204

2019 46.0 21,630 9,948 230 159 71

2020 48.8 22,028 10,758 810 - 810

2021 51.4 21,977 11,294 536 187 349

기수혜 가구수 가구 월 기준  : 9,514 (2017. 12 )※ 

보급률 연천군 전체 가구수 당 보급사업 지원 가구수  : (A※  = C / B)

≪ 공약변경 ≫

변 경 일 공약이행평가단 원안의결: 2021. 4. 29.( )
변경내용 공약명: 
변 경  전 에너지자립도시 건설: 
변 경  후 에너지자립 보급률 향상: 
변경사유: 공약달성 확인지표를 군 전체 세대수 대비 도시가스 보급률로 변경하고 공약명을 

명확히 하고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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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신 재생보급 주택지원사업 가구 사업비 백만원   - · ( ): 217 , 718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도비 가구 개 마을 백만원   - ( ): 56 (3 ), 436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개소 사업비 백만원   - : 328 , 2,796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LPG : 가구 은대 리 마을 외 개소 백만원184 ( 1 1 ), 1,935

도시가스 보급사업 상리 가구 상리 백만원   - ( ): 450 ( ), 4,696
년도 상 리 가구 반영 월 기준    2021 2 80 (2021. 12 )※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해당없음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중앙부처 경기도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에너지 자립 보급률 향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