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9-3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임기구분 임기구분 ■ 임기내  □ 임기외 사업시기사업시기 □ 단기 ■ 중기 □ 장기

사업주체사업주체 □ 국가    ■ 나주시 예산구분예산구분 ■ 예산 □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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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정 책 목 표정 책 목 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에너지 
신산업을 활용한 친환경 생태계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도모

□ 현황 및 정책 개요
  〇 사업규모 : 전기자동차 2,278대, 충전인프라 50기
  〇 추진기간 : 2018년 ~ 2025년 (※환경부“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과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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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인지표  친환경 자동차 등록현황 178대 290대 300대 300대 300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급속)
확인지표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20기 10기 10기 5기 5기

□ 연도별 투자 계획(투자액 변경) (단위 : 백만원)

재원별 계 연도별 임기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월
계 41,588.8 3,668.8 5,162 5,340 6,058 5,340 16,020

국비 21,465 2,076 2,610 2,700 3,279 2,700 8,100
도비 2,145.8 144.8 232 240 569 240   720
시비 17,978 1,448 2,320 2,400 2,210 2,400  7,200
기타 0 0 0 0 0 0 0

집행액 19,489 3,653 5,109 4,727 6,000



□ 추진실적(2018. 7. 1. ~ 현재)
  〇 친환경자동차 보급
    - 2018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2~4차)            : 110대 보급
    -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1차)               : 190대 보급
    -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2차)               : 100대 보급
    - 2020년 수소전기차 보급                        : 9대 보급
    - 2020년 전기화물차 보급                        : 40대 보급
    - 2020년 전기승용차 보급                        : 205대 보급
    - 2020년 전기이륜차 보급                        : 99대 보급
    - 2021년 전기승용차 보급                        : 187대 보급
    - 2021년 전기화물차 보급                        : 80대 보급
    -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 20대 보급
    - 2021년 전기이륜차 보급                        : 134대 보급
  〇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급속)
    - 2018년 공용 충전소 구축               : 17기 구축
    - 2019년 공용 충전소 구축              : 4기 구축 
    - 2019년 나주시 급속충전기 구축(에너지신산업과) : 13기 구축
    - 2020년 환경부 급속 충전기 구축                : 22기 구축
    - 2020년 한전 급속 충전기 구축                  : 8기 구축
    - 2020년 나주시 완속충전기 구축(에너지신산업과) : 12기 구축
    - 2020년 나주시 완속충전기 구축(도시재생과)     : 2기 구축
    - 2021년 한전·환경부 급속 충전기 구축           : 23기 구축

확인 지표명 단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월 이행률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대 목표(누계) 178 468 768 1,068 1,368 100이행(누계) 110 412 765 1,123

충전인프라 구축 기 목표(누계) 20 30 40 45 50 100이행(누계) 17 34 78 101
연도별 목표 달성률(%) 73.4 100 100 100

공약 이행률 100.0



□ 향후계획
  〇 친환경자동차 보급
     - 2022년 상반기 전기승용차 보급 80여대
     - 2022년 상반기 전기화물차 보급 70여대
     - 2022년 상반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20여대
     - 2022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 70여대
  〇 충전인프라 구축
     - 2022년 상반기 한전 급속 충전기 5기 설치 예정
     - 2022년 상반기 환경부 급속충전기 5기 설치 예정 
□ 기대효과
  〇 스마트에너지시티 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에너지수도 나주 구현
  〇 누구나 살고 싶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

□ 시민참여(홍보) 실적
(단위 : 횟수)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타

0회 0회 0회 11회 8회※ 사업알림문자

□ 증빙자료

2018년 맞춤형복지차량 전기차 보급 홍보
(2018. 7. 25.) 2018년 전기차 보급 계획 홍보(2018. 10. 22.)



2018년 전기이륜차 보급 계획 홍보(2018. 11. 14.) 전기차 공용 충전소 구축 현황 알림 5회
(2018. 12. 10. ~ 2019. 12. 31.)

2019년 전기차 보급 2차 공고 홍보(2019. 9. 4.) 교통약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식
(2019. 9. 24.)

교통약자 전기차 충전소 구축 홍보(2019. 9. 24.) 2020년 전기차 보급 계획 홍보(2020. 3. 9.)



주관부서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복지팀장 이보우 ☎8391 주무관 김민영 ☎8392
협조부서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장 임진광 ☎8921 주무관 김유진 ☎8923
협조부서 회계과 청사관리팀장 김성규 ☎8691 주무관 한국인 ☎8693
협조부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안성섭 ☎8831 주무관 김건주 ☎8833

나주시 생활지리정보안내시스템 전기차 충전소 게재
(2020. 5.)

2020 한국전력공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협약
(2020. 6. )

2021년 전기차 보급 계획 홍보(2021. 3. 6.) 2021 한국전력공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협약
(2021. 5. )

전기차 공용충전기 현황 나주시청 누리집 
게시(2021. 8.) 2021년도 하반기 전기차 보급 계획 홍보(2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