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108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지속 장기 - 명 - 명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신재생에너지팀장 문익수, 담당 정수경 ☎ 729-3283

협조부서 - -

협력체계 -

시민참여 홈페이지, SNS 등 웹 소통

□ 정책목표

에너지 전환시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키 위함.

□ 개    요
❍ 사업대상: 단독·공동주택, 공공기관 등
❍ 사업기간: 2018년 ~ 지속
❍ 사업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주택지원사업(3kw/h), 태양광 대여료사업(3kw/h), 지역지원사업(수십-수백kw/h) 등
     ※ 신재생에너지 : 신에너지(수소,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 12종

  ❍ 추진근거: 「에너지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  고

2018년 연중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

2019년 연중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 태양광대여료 지원사업

2020년 연중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 태양광대여료 지원사업

2021년 연중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 태양광대여료 지원사업

2022년 연중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 태양광대여료 지원사업

2023년이후 연중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 태양광대여료 지원사업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4,319 1,640 1,488 257 333 253 365 280 1,191

국비 846 434 312 29 60 24 59 140 100

도비 32 32 - - - - - - -

시비 3,441 1,174 1,176 228 273 229 306 140 1,091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50 계획 수립

2개 사업 실시
9월 추진계획 수립

107개소 보급 100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50 3개 사업 실시 114개소 보급 100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속 3개 사업 실시 143개소 보급 100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속 3개 사업 실시 141개소 보급 100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속 3개 사업 실시 지속 운영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단위: 가구, 개소)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합      계 505 107 114 143 141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460 106 91 133 130

태양광대여료 지원사업 40 22 8 10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5 1 1 2 1

    ∙ 사업추진상황 

주택지원사업 태양광대여료 사업 지역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106가구, 128,975천원)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시청어린이집 태양광20㎾, 55,176천원)

2019년
태양광대여료
지원사업 추가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91가구, 122,700천원)
◦ 태양광대여료 지원사업    (22가구, 132,000천원)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성남아트센터 태양광50㎾, 113,909천원)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133가구, 192,872천원)
◦ 태양광대여료 지원사업    (8가구, 9,120천원)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신흥3동·정자동 행정복지센터22㎾, 46,666천원)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130가구, 148,200천원)
◦ 태양광대여료 지원사업    (10가구, 6,000천원)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중앙도서관 태양광70㎾, 131,665천원)

   ∙ 추가사업 지원 일정

세부추진상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공모사업

태양광 대여료
지원사업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83.2 2,602 1,640 64.7 962 185 248 243 286 0

국비 79.5 593 434 51.0 159 28 51 21 59 0

도비 100 32 32 - - - - - - -

시비 84.1 1977 1,174 68.3 803 157 197 222 227 0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17.10.30. 한국에너지공단 2018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57,460 확정 2018.1.3.

2018. 5.15. 한국에너지공단 2019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33,000 확정 2018.9.19.

2019. 5.15. 한국에너지공단 2020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52,056 확정 2019.9.30.

2020. 4.24. 한국에너지공단 2021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32,270 확정 2020.10.5.

2021. 5.25. 한국에너지공단 2022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80,936 확정 2021.10.6.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계 3,793 1,640 962 1,191 223 242 242 242 242

국비 693 434 159 100 - 25 25 25 25

도비 32 32 - - - - - - -

시비 3,068 1,174 803 1,091 223 217 217 217 217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국·도·시비 집행
   기관 상이

◦ 타 보조사업과 다르게 전국 단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정부 그린홈 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일괄로 보조사업 신청 접수함.
◦ 접수된 건에 대하여 보조금을 각 기관
   (국·도·시)별 집행하므로, 국비가 소진되는 
   경우 도·시비 보조금 잔액이 있음에도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어 사업중단

◦ 사업량에 따라 국·도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 후 사업 추진토록 변경

◦ 주택지원사업 및 태양광 
   대여료 지원사업은 보조 
   신청에 의한 지원으로 
   외생변수 많음

◦ 매년 각 기관 예산 변경에 따른 자부담 상승
◦ 원도심 재개발 등에 따른 주택 감소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대상지 감소
◦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식 저조

◦ 자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지원계획 수립
◦ 시민 에너지절약 홍보 강화 및 신규 조성되는 
   주택단지를 주요 대상으로 홍보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태양광대여료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 홍보

    ∙ 사업안내 공고문 홍보 협조: 각 구·동

    ∙ 지역신문, 아름방송, 시정소식, 비젼성남, 시 블로그 등 적극 활용

□ 기대효과 

❍ 태양광, 지열 등 친환경, 무공해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