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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전기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이행단계
이행 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계속 장기 - 명 - 명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담당 김은선 ☎ 729-3166

협조부서

협력체계

시민참여 홈체이지, SNS 등 웹소통, 공고 등

□ 정책목표

친환경 전기차 확대 보급 및 운행 활성화를 위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후변화대응 및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개    요

❍ 사 업 량: 친환경자동차 2,000대, 충전시설 49기 보급

❍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 사업내용

    ∙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 대당 구매보조금: 전기자동차 최대 1,200백만원, 전기화물차 (1톤 소형)2,300만원, 전기버스 최대1억2,8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00만원, 수소전기차 3,500만원  

    ∙ 관용 친환경 자동차 구매비율 100% 의무

    ∙ 전기차 (공용)급속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확충: 누계 80기 목표 

  ❍ 추진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추진 방침 결정, 전기자동차 및 급속 충전시설 보급

2019년 연  간 ∘ 전기자동차 및 급속 충전시설 보급

2020년 연  간 ∘ 전기자동차 및 급속 충전시설 보급

2021년 연  간 ∘ 전기자동차 및 급속 충전시설 보급

2022년 연  간 ∘ 전기자동차 및 급속 충전시설 보급

2023년이후 지  속 ∘ 전기자동차 및 급속 충전시설 확대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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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04 4,018 34,686 3,095 11,991 5,600 7,000 7,000 -

국비 25,083 2,693 22,390 2,180 7,610 3,600 4,500 4,500 -

도비 810 810 810

시비 12,811 1,325 11,486 915 3,571 2,000 2,500 2,500 -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친환경자동차 보급
전기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50

계획 수립
친환경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7월 계획 수립
340대 보급
13기 설치

100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
전기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50 친환경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515대 보급
21기 설치 100

2020년 친환경자동차 보급
전기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계속 친환경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817대 보급
22기 설치 100

2021년 친환경자동차 보급
전기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계속 친환경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1,485대 보급
110기 설치 100

2022년
(3월말)

친환경자동차 보급
전기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계속 친환경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182대 보급
33기 설치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월말) 비 고

보급 계획 수립 계획 수립

친환경자동차 보급(대) 3,358 340 515 817 1,485 201

전기충전시설 인프라 구축(기) 199 13 21 22 110 33기

    ∙ 사업추진상황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3월말)

전기승용차 보급 2,591대 327대 391대 507대 1,023대 160대

전기화물차 보급  318대 - -  69대  217대  28대

전 기 버 스  보 급  167대 - 30대  62대   67대   8대

전기이륜차 보급  263대 13대 47대 128대   75대 -

수소승용차 보급  206대 - 47대  51대  103대   5대

공용 급속충전시설  199기 13기 21기  22기  110기  33기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이행계획 수립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전기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 7. 31.: 계획 수립
◦ 전기승용차 327대 보급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1,700만원 지원
◦ 전기이륜차 13대 보급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250만원 지원
◦ 공용 급속충전시설 13기 설치(누계 43기)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전기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 전기승용차 391대 보급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1,400만원 지원
◦ 전기버스 30대 보급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1억6,000만원 지원
◦ 전기이륜차 47대 보급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350만원 지원
◦ 수소승용차 47대 보급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3,250만원 지원
◦ 공용 급속충전시설 21기 설치(누계 64기) 

2020년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전기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 전기승용차 507대 보급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1,320만원 지원
◦ 전기화물차 69대 보급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2,700만원 지원
◦ 전기버스 62대 보급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1억6,000만원 지원
◦ 전기이륜차 128대 보급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330만원 지원
◦ 수소승용차 51대 보급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3,250만원 지원
◦ 공용 급속충전시설 22기 설치(누계 86기) 

2021년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전기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 전기승용차 1,023대 보급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1,200만원 지원
◦ 전기화물차 217대 보급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2,300만원 지원
◦ 전기버스 67대 보급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1억2,800만원 지원
◦ 전기이륜차 75대 보급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330만원 지원
◦ 수소승용차 103대 보급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3,250만원 지원
◦ 공용 급속충전시설 110기 설치(누계 174기) 

2022년
(3월말)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전기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 전기승용차 160대 보급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1,200만원 지원
◦ 전기화물차 28대 보급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2,300만원 지원
◦ 전기버스 8대 보급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1억2,800만원 지원
◦ 전기이륜차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수소승용차 5대 보급
  - 구매 보조금 대당 최대 3,500만원 지원
◦ 공용 급속충전시설 33기 설치(누계 199기) 



    ∙ 연계사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 및 
운영사업자 선정 준공 및 운영

공용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및 운영 
사업자 선정 준공 및 운영

구   분 수소충전소(1개소) 공용 전기버스 충전소(1개소)

위    치 중원구 갈현동 546-9번지 중원구 성남동 4596-1번지

면   적 3,125.7㎡ 3.246㎡

현   황

◦ 사업기간: 2020. 1. ∼ 2021. 9. 
◦ 사 업 비:: 3,000백만원(국 50, 도 15, 시 35)

◦ 준공:2022. 3        ◦ 운영예정: 2022. 4. ~ 
◦ 설치 운영사: 성남시내버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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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말)

계 162 62,625 4,018 169 58,607 3,095 5,941 18,573 27,715 3,283

국비 162 40,542 2,693 169 37,849 2,180 3,851 11,396 18,368 2,054

도비 492 3,988 492 3,988 428 1,756 1,612 192

시비 141 18,095 1,325 146 16,770 915 1,662 5,421 7,735 1,037

□ 기대효과 

❍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한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