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126 출퇴근 전용버스 배차 확대
이행단계
이행 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계속 중기 - 명 - 명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담당 김현지 ☎ 729-8567

협조부서 - -

협력체계 교통기획과(버스정보시스템(BIS), 교통안내 전광판(VMS) 홍보), 성남시 관내 16개 운수업체

시민참여 주민홍보(노선안내문)

□ 정책목표

  근로자 밀집지역의 교통환경 개선(노선버스 개편, 3도어저상버스 도입, 

출퇴근형 전세버스 투입)을 통해 출․퇴근이 즐거운 성남시 구현하고자 함.

□ 개    요

 □1  노선버스 개편

❍ 사업대상 : 성남시 인가 시내・마을버스

❍ 사 업 비 : 비예산(총 32개 노선)

❍ 사업내용 : 굴곡구간 개선 등을 통한 노선 효율화 및 신설 추진

  ❍ 추진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협의․조정신청 등)

 □2  3도어 저상버스

❍ 사업대상 : 기존 운영노선 증차 또는 대・폐차 등

❍ 사 업 비 : 1,000백만원(총 10대)

❍ 사업내용 : 수송력을 증대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편의 증진

  ❍ 추진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 지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3  출퇴근형 전세버스

❍ 사업대상 : 서울방면 광역노선 중 입석률이 높은 노선

❍ 사 업 비 : 3,945백만원(총 16대)

❍ 사업내용 : 출퇴근시간대 주요 거점 출발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광역통행 여건 개선

  ❍ 추진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추진 방침 결정

2019년 연  간 ∘ 3도어저상버스 및 출근형 전세버스 확대 물량 조정 추진 방침 결정

2020년 연  간 ∘ 대광위 공모 선정으로 출근형 전세버스 운행 확대 추진 방침 결정

2021년 연  간 ∘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사업 확정 알림

2022년 연  간 ∘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사업 확정 알림 지속 추진

2023년이후 지   속 ∘ 국‧도비 확보 공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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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4 - 2,278 253 624 429 657 315 2,088

국비 884 - 256 - - 28 133 95 628

도비 617 - 179 - - 20 93 66 438

시비 2,865 - 1,843 253 624 381 431 154 1,022

주1 : 노선버스개편은 비예산 사업임
주2 : 일반저상버스도입지원에 대한 소요예산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입계획에서 제외함
      ※ 3도어저상버스는 차량가 300,000천원/대로 일반저상버스도입지원 31%(국․도․시비 91,638천원) : 
         3도어저상버스 도입지원 33%(시비 100,000천원 : 업체 36%(자부담 108,362천원) 지원)
주3 : 출퇴근형 전세버스 대광위 공모 선정으로 국․도비 확보 및 운영 확대

※ 기타재원 현황 

구    분 명    칭 운용(유치)내용 금액(천원) 비고

확보 자금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대광위 공모 선정
(출퇴근 전세버스)

92,628 확정('20. 7. 30.)

확보 자금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대광위 공모 선정
(출퇴근 전세버스)

444,327 확정('21. 2. 22.)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방침 및 계획 수립
출퇴근 전용버스 배차확대 50 방침 결정

전용버스 확대
7월 방침결정

16개 노선 확충 및 특화버스 6대 확충 100

2019년 출퇴근 전용버스 배차확대 50 전용버스 확대 11개 노선 확충 및 특화버스 11대 확충 100

2020년 출퇴근 전용버스 배차확대 계속 전용버스 확대 2개 노선 확충 및 특화버스 13대 확충 100

2021년 출퇴근 전용버스 배차확대 계속 전용버스 확대 3개 노선 확충 및 특화버스 18대 확충 100

2022년 출퇴근 전용버스 배차확대 계속 전용버스 확대 -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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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 및 계획 수립 기본방침

출퇴근전용버스 배차 확대 노선 개편
확대 투입

출퇴근전용버스 배차 확대 노선 개편
확대 투입

출퇴근전용버스 배차 확대 노선 개편
확대 투입

출퇴근전용버스 배차 확대 지속 추진

확인지표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3도어 저상버스 도입 8대 2대 4대 0대 2대 - -

출퇴근형 전세버스 투입 16대 4대 7대 13대 16대
완료후

지속추진
누적대수

노선버스 확충 32개 노선 16개 노선 11개 노선 2개 노선 3개 노선 - -

주 : 노선버스 확충은 민원, 도시개발계획의 입주사항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32개 노선) 하였으나, 추가 확충 지속 추진 예정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출퇴근 전용버스
배차 확대

◦ 7. 21.: 추진방침 결정(직장인 밀집지역 노선버스 확충 추진)
  - 판교테크노밸리, 위례 지역 등 16개 노선 확충
  - 3도어 저상버스 운행여건 파악 및 3도어 저상버스 도입(2대)
  - 서울 방면 광역노선 입석률 검토 및 출근형 전세버스 투입(3개 노선 4대)

2019년 출퇴근 전용버스
배차 확대

◦ 8. 28.: 3도어 저상버스 및 출근형 전세버스 확대 물량 조정
  - 판교제테크노밸리. 위례 경유 등 등 11개 노선 확충
  - 3도어 저상버스 4대 확대 도입
  - 서울방면 광역노선 입석률 검토 및 출근형 전세버스 투입(3개 노선 7대)

2020년 출퇴근 전용버스
배차 확대

◦ 9. 1.: 대광위 공모 선정으로 출근형 전세버스 운행 확대
  - 성남하이테크밸리 2개 노선 확충
  - 서울방면 광역노선 입석률 검토 및 출근형 전세버스 투입(4개 노선 13대)

2021년 출퇴근 전용버스
배차 확대

◦ 도시통행패턴 변화 등을 고려 사업계획변경(신설․변경․증차 등) 지속 추진
  - 판교테크노밸리 3개 노선 확충
  - 3도어 저상버스 2대 확대 도입
  - 서울방면 광역노선 입석률 검토 및 출근형 전세버스 투입(5개 노선 16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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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계 65 1,385 - 65 1,482 230 569 316 367 -

국비 9 23 - 9 23 - - 6 17 -

도비 9 16 - 9 16 - - 4 12 -

시비 78 1,346 - 78 1,443 230 569 306 338 -

기타

※ 2021년도 예산은 22년 9월에 12개월 운행분 집행 예정임.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20. 6. 10.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20년 출퇴근 시간대
(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사업 확정 알림
92,628 확정 '2020. 7. 30.

'2020. 10. 20.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21년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지원 사업 확정 알림 444,327 확정 '2021. 2. 17.

'2021. 12. 21.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22년 광역버스
출퇴근 증차운행 

지원(확정내시) 수요조사 제출
315,302 응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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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2,088 - 1,385 2,088 315 508 503 506 256

국비 628 - 23 628 95 152 152 152 77

도비 438 - 16 438 66 107 105 106 54

시비 1,022 - 1,346 1,022 154 249 246 248 125

기타

※ 22년도 하반기 재정집행 전망은 회계년도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년도별 예산 및 시기(~12.30) 조정 금액임
※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예산은 국·도비 확정 금액에 따라 변동 발생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출퇴근 전용버스 배차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용수요 변화
◦ 노선확충 및 효율화 지속 추진하여 수단간 

연계성 강화와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출퇴근형 전세버스 대광위 공모 선정으로 국․도비 확보 및 운영 확대

□ 기대효과 

❍ (노선버스 개편) 노선버스 및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 강화로 

양호한 대중교통 접근성 도모와 근로자 밀집지역 출․퇴근 여건 개선

❍ (3도어저상버스) 수송력 증대, 3개 출입문으로 빠르고 안전한 승하차 

도모, 출․퇴근시 차량내부 혼잡도 완화 등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현재 4개 노선 8대(50번 2대, 231번 2대, 250번 2대, 330번 2대) 

도입 결과 실제 일반 버스 대비 수송력이 평균 약 31% 이상 증대 효과

❍ (출퇴근전세버스) 출퇴근시간대 광역노선 입석 통행 완화로 광역통행여건 

개선 및 앉아가는 광역버스 정착 추진

    ∙ '21년 5개 노선 16대 도입 결과, 출‧퇴근시(6~9시, 18시~21시) 입석률이 

도입전 대비 약 53% 이상(18%→8.5%) 완화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