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공고 안내
아파트 에너지절약 심화·확대·정착을 위해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4 . 3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시민연대

1. 개요
ㅇ 사업명 :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5개 아파트단지 공용부분 조명 개체
ㅇ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시민연대

2. 신청 방법
(1) 접수기간 : 2017년 4월 3일 (월) ~ 7월 31일 (월)
(2) 신청대상 : 전국 아파트 단지 중 300세대 이상 단지
(3) 제출서류
①지원사업 신청서
②첨부 서류
첨부 1 세대별 전기사용량 및 에너지 절약 활동 내용
첨부 2 공용부분 LED조명 개체 계획서
첨부 3 전기사용량 정보 청구 권한 위임장
첨부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정비사업”(‘17.2.8.기준’)
제외 확인서 (해당 시청 건축과에서 확인서 발급 가능)
(4)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① 우편 : (03184)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708호 (신문로2가)
에너지시민연대 우수아파트 사업담당자 앞
② 메일 : enet100@enet.or.kr
(5) 제출기한 : 2017년 7월 31일 (월) 18시 도착분에 한함
(6) 신청 제외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 (2017년 2월 8일 기준)

3. 우수아파트 선정 기준
(1) 계량 (60%) : ‘16년 6~8월 대비‘17년 6~8월 전기사용량 절감율
* 전기요금고지서기준으로 전기사용량 산정: 세대 전기사용량(공동 사용량은 제외)

(2) 비계량 (40%) : 정부정책참여(10%), 에너지절약 활동내용(10%),
고효율기기설치(10%), 수상내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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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부문 에너지절약 정부정책 참여 노력도
② 고효율기기 설치 등 가시적 에너지절약 활동 추진 실적
③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에너지절약 캠페인, 교육 및 홍보활동 등,
자체 에너지절약 활 동 추진내용
④ 자체 에너지절약 노력도 (교육, 캠페인 등)

4. 지원 내용
(1) 총 5개 단지 공용부문 LED 조명개체 비용의 90% 지원
구분
최 우 수
우 수

300세대 이상

지원 비율
총 공사비의 90% 지원

지원액
34백 만원
29백 만원

지원 대상
1개 단지
4개 단지

* 공용부문 :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현관입구, 외곽 보안등 등
* 사업비 잔액 발생 시 추가 대상 선정 가능

(2) (절전가정) 최우수아파트의 각 가정에 에너지절약 콘센트 제공
(3) (포 상) 최우수는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대상에 추천

5.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031)2604-416~9
에너지시민연대 02-733-2022 (백수빈 간사)
지원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에너지시민연대홈페이지(http://enet.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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