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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LPG 배관망 관련 주요 사항 안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주민의 연료사용 환경개선
 ○ 사업범위 : LPG저장시설, LPG배관망, 옥내배관, LPG가스보일러
   (일반형 - 20,000kcal) 및 부대설비(다기능가스계량기, 가스밸브 등) 설치
    ※ 컨덴싱 보일러 및 등급상향 보일러 설치시 기본 설치외 별도 추가 비용 발생
          (기본 자부담금을 제외한 별도 자부담금)
 
▣ 공급예정시기 및 자부담 납부 안내
  ○‘19년 12월 중순부터 ’20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
     (1·2차까지 자부담금 납부완료시 공급가능)
      ※ 사업공기 및 집단공급사업 완성검사 등으로 추가 신청은 절대 불가
  ○ 납부방법 : 지로납부, 지로인터넷, 카드납부, 계좌이체 납부
    - (지로납부) 3회 분할 발송(10월, 12월,‘20.2월)
    - (카드결제) 1·2차 납부 시 불가, 3회차 일괄 및 분할 납부 시 가능
                 * 카드할부수수료는 본인 부담, 카드납부는 한국 LPG배관망사업단 현장사무소에서 납부
       ** 현장사무소 : 영양버스터미널 진입방향 (구) KT건물
  ○ 문의처
    - 한국LPG배관망사업단 ☎02-6905-8200
    - 한국LPG배관망사업단 현장사무소 ☎054-682-3700
    - 영양군청 지역경제과 ☎054-680-6324
    - 영양읍 행정복지센터 ☎054-680-5442
 
▣ LPG희망충전기금 지원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 자부담금 100% 지원
   ○ 차상위계층 : 자부담금 50% 지원
   ※ 상기 대상자는 1·2차 납부고지서 수령 시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말고 LPG배관망사업단
       및 군 지역경제과 문의 후 납부
 
▣ 보일러 설치 관련 안내
   ○ 보일러 시공은 순차적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기타사항은 아래 담당
         기사와 상담 후 일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일러 시공일정 등 관련 문의처 안내
    - 1지역 : 황용천길(짝수번지), 동서대로47~113번지, 동부천길, 동부동산길,
              동서부길, 시장길, 영양창수로, 바들양지길, 군민회관길
             (담당기사 ☎010－3522－2237)
    - 2지역 : 황용천길(홀수번지),동서대로1~46번지,재궁길, 불밋골길, 도뭇골길,
                      여남길, 군청길, 지역골길, 옥골길, 북새길, 서북새길, 자부길,
            팔수로,낙원로
            (담당기사 ☎010－3548－4440, ☎010－5510－4416, ☎010－2510－7848)
 
  ○ 보일러 설치 주요사항 안내
    - 보일러 설치, 철거에 대한 추가 비용은 없음
    (단, 보일러 등급상향, 콘덴싱 보일러 추가 등의 비용은 신청세대 자부담 발생/담당기사와 상담)
    - 기존LPG용기의 잔여량이 남아 있을 경우 교체에 따른 가스 잔여량에 대해 보상불가
    - 기존 보일러 기름 제거는 세대주 부담이며, 철거는 시공사에서 시행
    - 철거된 보일러 및 연료통은 세대주의 재산이며, 처분 요청시 시공사가 처리함.
     (단, 요청에 의한 처분에 대한 보상은 불가)
    - 심야(전기)보일러 철거는 세대주 직접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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