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119 판교트램 추진

이행단계
정상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외 성남시 계속 장기 8,521명 5,000명

주관부서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철도팀장 양윤기, 담당 김환수 ☎ 729-2476

협조부서 - -

협력체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토부, 경기도, 트램사업추진위원회

시민참여 국민신문고, SNS 등

□ 정책목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트램을 도입하여 대중교통의 이용편의증진, 
탄소중립정책 실현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개    요

  ❍ 사 업 명: 성남도시철도 2호선 건설

  ❍ 위    치: 운중동(판교차량기지)~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 정자역

  ❍ 사 업 량: 13.7km(17개역, 차량기지 1개소)

  ❍ 소요예산: 3,550억원

  ❍ 추진근거: 도시철도법, 지방재정법 등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9년 하반기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2020년 연  간 ∘ 예비타당성조사

2021년 연  간 ∘ 성남도시철도(트램)사업 추진방안 결정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2년 연  간 ∘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진행

2023년이후 연  간 ∘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사착공 및 준공,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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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355,027 690 500 190 354,337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84%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추진방침 결정 20 방침 결정 추진 방침 결정(8월) 100

2019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20 구축계획 승인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 승인(5월)

기획재정부 사업 선정(7월) 100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한국개발연구원) 20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2021. 2월 철회-방침 변경) 100

2021년 사업 추진방침 결정
트램사업추진위원회 구성 20 추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계획수립(3월, 자체재원으로 추진) 
사업추진위원회 구성(8월)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11월)
120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실시 20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실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계획 수립 방침 결정 방침 결정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계획 승인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및 착수 1·2차
점검회의 철회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 요청 

중앙부처
개정요청
,용역발주
(국토부)

지방재정투자사업(자체재원) 추진 및
타당성조사 용역 

자체재원
추진 결정, 
용역 착수

준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실시 타당성조사 
의뢰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추진계획 수립
◦ 08. 14.: 추진 방침 결정
◦ 10. 31.: 트램실증 공모사업 추진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 01. 25.: 트램실증 공모사업 추진
◦ 03. 18.: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신청
◦ 04. 26.: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통과
◦ 05. 15.: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국토부)
◦ 07.  5.: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획재정부) 

2020년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도로교통법 개정 

◦ 예비타당성조사(한국개발연구원)
◦ 11. 17.: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도로
           교통법 개정 요청
           (성남시→국토부, 기획재정부)

◦국민신문고, SNS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21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 결정

◦ 02.  9.: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마련 11개
           지자체 공동건의문 제출
◦ 02. 24.: 예비타당성조사 철회
◦ 03. 25.: 성남도시철도(트램)사업 추진계획 수립
  ※ 자체 재원투자를 통해 우선 추진하되, 사업
     추진 중 법령 또는 지침이 개정 등 추진
     여건 변경 시 중앙재정보조사업과 민간제안
     사업으로 전환
◦ 04. 22.: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제정 및 도로
           교통법 개정 회신
  - 국토교통부(수용)
   ∘ 트램 특성 등을 고려한 ｢교통시설 투자 
       평가지침｣개정을 추진할 계획
   ∘ 주무부처인 경찰청과 트램 혼용차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교통법」개정 관련 협의 예정
  - 기획재정부(수용곤란)
   ∘ 국내 노면전차(트램) 운영실적 부재, 해외
      사례 등을 감안시 별도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노면전차(트램) 사업에 관한 수요·편익 추정
      방법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침을 보완해 나갈 예정
◦ 6. 14.: 「교통시설 투자 평가 지침  개정 및 
         타당성평가 대가기준 개정 연구」발주
         (국토부)
◦ 8. 11.: 트램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8. 23.: 트램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 타당성조사 과업계획서 검토‧자문
◦  9. 17.: 타당성조사 용역 집행건의 및 계약의뢰
◦ 11. 16.: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국민신문고, SNS

❍ 향후계획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22년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의뢰,  
지방재정투자심사,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준공

◦ 2022.  1.: 타당성조사 추진방향 검토(추진위원회)
◦ 타당성 조사 의뢰
   (성남시→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사 착공, 준공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절차 문의

 2021. 3. 11.: 방문 협의 타당성조사 의뢰 및 추진 절차 문의

 2021. 8.  9.: 사전컨설팅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검토
및 세부 절차 컨설팅

트램사업추진위원회 트램사업 전반 검토  2021. 8. 11.: 추진위원회 구성 트램사업의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 제도 및 문제점 자문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시비 355,027 690 124,903 1,137 9,050 114,716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B/C) 확보의 
어려움

◦ 도시철도(트램)의 장점을 반영한 지침이 없어 
   부(-)편익이 과다하게 반영되어 경제성(B/C)이 

낮게 산정

◦ 자체재원을 통해 우선 사업을 추진
◦ 사업추진 중 법령 또는 지침 개정 등 추진
   여건 변경시 중앙재정보조사업과 민간제안
   사업으로 전환 검토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자체재원투자를 통해 우선 추진하고, 사업추진 중 법령 또는 지침 개정 등 

추진여건 변경시 중앙재정보조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전환 검토

□ 기대효과 

❍ 도로교통중심에서 궤도교통중심으로 바뀌는 모달시프트를 적용하여 

교통체계의 대대적 혁신체계 마련

❍ 대량수송이 가능한 대중교통 도입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