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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보급대상 : 수원시민 및 관내 운수사업자, 법인, 기업체 등

  ○ 사업내용

   ⦁ 공공 ․ 민간부문 전기 및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

   ⦁ 친환경 버스 보급 확대

   ⦁ 전기·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요예산 기투자
2018.7.~12.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2022.7월 이후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계획 계획 계획

계 141,865 4,843 20,852 14,918 17,900 10,735 49,135 24,567 24,568

국    비 100,889 3,571 13,064 9,391 11,234 6,754 36,510 18,255 18,255

도    비 3,300 - 2,520 1,560 780 960 - - -

시    비 37,676 1,272 5,268 3,967 5,886 3,021 12,625 6,312 6,313

민간자본 -
 

【변경 요구사유】

  ○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 자동차 예산으로 변경

    - 추가(전기화물차 등) 및 축소사업에 따른 예산변경 필요

3. 연도별 성과지표

구 분 성 과 지 표 단위
연도별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대 360 440 450 500 600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기 20 15 15 15 15

친환경버스 보급 확대 대 100 100 100 100 100

변경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확대 대 360 440 500 500 600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 기 20 15 15 15 15

대중교통 친환경 자동차 보급 대 100 100 100 100 100

누적이행(진도)율 100% % % % % %



【변경 요구사유】

  ○ (친환경자동차 항목 세분화)「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여 전기·수소자동차로 변경

4. 성과지표별 추진현황(2020. 6. 30. 기준)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확대
 ○ 전기자동차 900대, 전기화물차 28대, 전기이륜차 184대 민간보급

 ○ 수소자동차 75대 민간보급

전기·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 전기자동차 개방형 급속충전기 8기, 완속충전기 7기 설치 완료

 ○ 수소충전소 건축허가 완료(동부버스공영차고지)

대중교통 친환경자동차 보급
 ○ 북부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인프라(96기) 구축완료

 ○ 전기버스 94대, 전기택시 19대 보급완료

 ○ 2019 시민과의 약속 평가결과(2020. 1. 31.)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대중교통분야 성과지표 상향 조정  

  및 전기버스 재원마련 필요

⦁충전인프라 구축 성과지표 상향 조정

⦁ 친환경자동차 홍보체계마련 통한  

   홍보필요

⦁전기버스 도입전후 시민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전기버스 수요 급증에 따라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성과지표  

  조정 보류하였으며, 예산확보를 위해 국도비 확보활동 추진 중

⦁충전 인프라의 경우 단위기 ‘기’로 수소는 1기 계획으로  

  20기로 조정

⦁수소충전소 구축 후 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 홍보 추진예정

⦁수원여객에서 전기버스 전/후 경제성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1년 정도 운행 후 효과분석 실시예정  

5. 추진성과

 ○ 전기버스 보급확대를 위해 2019년 58대, 2020년 6대 추가확보 

 ○ 수원북부공영차고지 전기버스 대규모(96기) 충전 인프라 구축 완료에 

따라 전기버스 보급 활성화 기대

 ○ 전기버스 94대 보급 완료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운행 자동차 탈 내연기관 교통수단 기반마련에 기여

 ○ 친환경자동차 차종(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수소전기차 등)확대로 구매자들의 선택 폭을 넓혀 친환경 보급 확대  



6. 추진 중 사업 분석

【미완료 사유】

  ○ 충전인프라 구축 등 기반시설 확충 후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으로 

장기간 사업추진 필요

  ○ 국비확보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연도별 예산확보를 통해 단계적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코로나 19로 인한 시비확보 어려움에 따라 사업차질 우려

   ⦁ 사업목표 축소 및 환경부에 시비없이 국도비로 사업가능토록 건의

7. 향후 추진계획

  ○ 버스공영차고지 순차적 전기충전인프라 구축 ---------- 2020년 ~ 2022년 

  ○ 수원동부버스공영차고지 수소 충전소 구축 ------------- 2020. 10월

   ⦁국비예산 확보에 따라 수소버스(2대) 보급(2020년)

  ○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지속추진 ---------------- 2020년 ~ 2022년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정책실명제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장 원증연 2850

대기환경팀장 김선혁 2435

주무관 오미아 3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