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1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성공적인 실행

완료시기 완료시기 ■ 임기내  □ 임기후 사업기간사업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사업주체사업주체 □ 국가    ■ 나주시 예산구분예산구분 ■ 예산 □ 비예산

신규여부신규여부 ■ 기추진 □ 신규 이행단계이행단계 □ 완료 □ 이행후 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정 책 목 표정 책 목 표
 〇 4대 단지(강소연구개발특구,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〇 한전 에너지신기술 연구소 건립 완료

 〇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 준공 및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센터 준공

    (국비 191억, 도비 77억)

□ 현황 및 정책 개요
  〇 위 치 : 나주혁신도시, 혁신산단 등 나주시 일원

  〇 사업규모 : 15개 사업, 3,085억원(기투자 1,024, 투자계획 2,061)
  〇 추진기간 : 2018년 ~ 2023년
  〇 사업내용 : 에너지산업을 나주의 핵심산업으로 육성,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에너지산업 거점도시(생태계) 조성
□ 추진 일정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

세부 추진과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및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확인지표  단지 지정 지정완료 - 지정완료 - -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및한전 에너지 신기술연구소 건립
확인지표  건립완료 준공 신기술연구소 착공 준공 -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구축사업 추진
확인지표   공정률(기반, 장비도입) 부지확보 장비도입 6기 시험센터준공(2분기)장비도입4기(4분기) 장비도입 7기(4분기) 장비도입 3기(구축완료)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 사업
확인지표   공정률(공모선정, 센터준공, 시운전) - 공모선정(2분기)구축착수(3분기) 부지 확보(1분기)센터 착공(4분기)

센터 준공(4분기) 시운전(1분기)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확인지표   산학융합대학 건립완료, 개교 산학융합대학 준공 산학융합대학개교 - - -



  §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2016.~2020./ 2016. 사업 선정)
 - (위치)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內

- (내용) 에너지신산업분야 SW융합 R&BD, 창업 및 SW기업
         성장지원, 혁신네트워크구축 등
  ※ 광주‧전남 최초 혁신도시 이전기관(한전, 한전KDN) 연계사업

  §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2018.~2022./ 2018. 공모 선정)
 

- (위치) 3.73㎢(혁신도시, 혁신산단, 일반산단, 신도산단)
- (내용) 기업유치 및 네트워크, 글로벌 연계, 기업지원

  § 에너지신산업 DC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2019.~2022.)
   

- (위치)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캠퍼스 內
- (추진) 공용 실험장비 구입(2019. 12.)
         DC 배전인프라 구축 착수(2020. 9.)

  §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건립

- (위치) 나주시 그린로 370 (빛가람동)
- (추진) 8개기관(한전, 한전KDN, 한전KPS, 전기산업진흥회,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출연건립(2015. 3. 3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준공식(2019. 5. 28.)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계 연도별 임기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월
계 206,146 22,733 41,131 46,005 49,230 44,617 2,430

국비 58,537 7,644 13,700 13,280 11,676 10,837 1,400
도비 27,853 3,878 8,188 7,659 4,980 2,989 160
시비 25,035 2,704 7,416 6,515 5,308 2,853 240
기타 94,723 8,507 11,828 18,552 27,267 27,939 630

집행액 150,146 22,732 41,131 46,005 40,278 - -
□ 추진실적(2018. 7. 1. ~ 현재)
  m 4대 분야 추진실적
    에너지밸리



  §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 구축사업(2018.~2022./ 2018. 공모 선정)
- (위치) 나주시 동수동 395-3번지(혁신산단 內)
- (추진)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건축공사완료(2020. 6.)

  § EV-ESS 사용후배터리리사이클링산업화추진사업(2019.~2024./ 2019. 공모선정)
 - (위치) 나주시 동수동 391-1번지(혁신산단 內)
 - (추진) 리사이클링시험평가센터부지매입(2020. 3.)
          설계완료및 1차년시험장비도입완료(2020. 8.)

  § 지능형 LVDC(저압직류) 핵심기술 개발사업(2019.~2024./ 2019. 공모선정)
 - (위치) 나주시 동수동 391-10번지(혁신산단 內)
 - (추진) 실증센터 부지 매입(2020. 4.)
          실증센터 실시설계 완료(2020. 9.)

  § 에너지신기술연구소 건립(2021. 11. 준공 예정)
 - (위치) 나주시 동수동 392-1번지 일원(혁신산단 內)
 - (추진) 대상부지 확정(2016. 5.)
         설계 완료(2019. 2.)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착공식(2019. 11. 25.)

    에너지교육

  §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2016.~2021./ 2016. 공모 선정)
 - (위치) 나주시 동수동 394-5, 7번지(혁신산단 內)
 - (추진) 캠퍼스동, 기업연구관 건립(2019. 5.)
          목포대, 전남도립대 4개학과 346명이전(2019. 9.)
  §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2019.~2021./ 2019. 공모 선정)
 - (위치) 나주시 산포면 등정덕례길 119
 - (내용) SW 강사양성, SW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 SW 미래채움센터 개소식(2020. 10. 27.)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2022. 3. 개교)
 - (추진) 한전공대 나주 유치 확정(2019. 1. 7.)
          학교법인 설립 인가 최종 의결(교육부, 2020. 4.)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교명 확정(2020. 10. 5.)



  §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 태양광 1,107개소, 태양열 73개소, 지열 24개소, 연료전지 1개소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태양광) (금천면, 태양광) (다시면, 태양열)
  § 나주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2019.~2021.)
    - 4개 구역 4.27㎞ 계획(성북동, 이창동, 금남동, 영강동)
    - 나주시⇔한전‧통신사 업무협약 체결(2020. 5.), 실시설계용역 완료(2020. 9.)

(지중화 전) (지중화 후)

    에너지시티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오픈랩 조성사업(2018.~2022./ 2018. 공모 선정)
- (위치) 나주시 그린로 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3층
- (내용) 회원사 모집, 기업지원, 네트워크 사업 등

- (추진) 오픈랩 공간(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완료

         (2018. 12.)
  §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 (실적) 친환경자동차 1,056대 보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36기 설치 / 18기 추가 설치(2020. 11.)

(맞춤형복지 전기차) (나주문화예술회관) (문평면)
    에너지복지



  m 에너지수도 나주 조성사업 홍보 실적

    - 에너지수도 나주 홍보물 제작(동영상, 리플릿, 책자)
    - 보도자료(4건)
      ž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선포식 개최,
        에너지특화기업 전국 최다 선정, SW 미래채움센터 교육 거점 도약
    - 나주소식지 제116호 게재
    - 기고문(전남일보) : 「나주시의 담대한 동행에 함께 하기를」

확인 지표명 단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월 이행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및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단지 목표(누계) 1 1 2 2 2 100이행(누계) 1 1 2 2 완료

기업개발원 및한전신기술연구소 건립완료, 공졍률 % 목표(누계) 50 75 75 100 100 85이행(누계) 50 75 75 85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 구축 공정률 % 목표(누계) 10 40 60 80 100 70이행(누계) 10 40 60 70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 사업 공정률 % 목표(누계) - 20 60 90 100 60이행(누계) - 20 60 60

산학융합대학 건립완료, 개교 % 목표(누계) 30 100 100 100 100 100이행(누계) 30 100 100 100 완료
연도별 목표 달성률(%) 100 100 100
2020년 6월말 기준 공약 이행률 83

□ 향후계획
  〇 에너지수도 나주 조성사업 적기추진 : 연중
  〇 하반기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 2021. 하반기 중

  〇 에너지수도 나주 체계적 홍보           : 2021. 6. ~ 12.
    - (대상) 시민, 공무원 / (방법) 홍보동영상, 리플릿, 책자 배포, 언론보도 등

□ 기대효과
  〇 나주를 에너지산업 중심의 국가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에너지 거점도시(생태계) 

조성(R&D-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조성
□ 시민참여(홍보) 실적 (단위 : 횟수)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1 - - 18 14
   *기타: 시 소식지, 책자 제작, SNS 홍보



에너지수도 나주 비전선포식(2018. 11. 6.) 에너지수도 나주 타임캡슐 봉인식(2019. 1. 4.)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준공식(2019. 5. 2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2019. 11. 15.)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착공식(2019. 11. 25.)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준공식(2019. 11. 25.)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변경(2020. 6. 8.)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2020. 8. 27.)

□ 증빙자료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2020. 11. 19.) 리사이클링 시험평가센터(2020. 11. 19.)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선포식(2021. 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착공식(2021. 6.)

주관부서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밸리팀장 오시근 ☎8361 주무관 이권익 ☎8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