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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정 광역 BRT,’2025년부터 운행한다
- 대광위, 30일 개발계획 승인… 수도권 광역경제생활권 구축 기여 -

□ 국토교통부(장관 윈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12월 3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

□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은 총 길이 10.2km(사업비 419억원, 국비 

50% 지원)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사업시행자 : 경기도, 

성남시)으로 「서울 복정역~경기 성남 모란역~성남 남한산성 입구」을 

24시간 중앙버스차로로 조성하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5년 개통 : 산성대로(모란역～남한산성입구), ‘26년 개통 : 성남대로(모란역～복정역)

 ㅇ 성남~복정 구간을 잇는 광역 BRT가 운행을 시작하면 대중교통 수요가 

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고 수도권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도와 성남시(시행자)는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23년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3년 말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 (절차) 개발계획수립(경기도) →실시계획수립(경기도)→실시계획승인(대광위) →착공․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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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복정 광역 BRT 운영시 일반차로 및 버스전용차로의 평균통행 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성과 정시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차로(32.7km/h→34.3km/h, +1.6km/h), 버스전용차로(22.2km/h→36.5km/h, +14.3km/h)

< BRT 시행에 따른 버스 통행속도 변화 >

   

구 분 현 황 개 선 비 교

성남대로
모란 방면 24.6km/h 31.7km/h + 7.1km/h
복정 방면 22.2km/h 34.1km/h + 11.9m/h

산성대로
남한산성 방면 24.1km/h 41.0km/h + 16.9km/h
모란 방면 18.1km/h 39.4km/h + 21.3km/h

 ㅇ 또한, ‘24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과의 

환승 등에 문제가 없도록 실시설계단계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리성을 높이고 품격높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이번 사업은 다른 신도심 BRT사업과 달리 성남시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등 다수의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되어 대중교통 우선  

정책 및 개선된 교통운영체계 기반시설 구축으로 ‘선(先)교통 후(後) 

개발’에 따른 상권 ․ 생활권 ․ 재생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 수진1 재개발, 신흥1 재개발, 성호시장 복합시설 및 도시개발, 중1 재개발, 중1 도시

환경정비, 중2 도시환경정비, 산성대로 도시재생, 성남 법조단지, 은행주공 재건축 등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 광역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환승센터, 광역버스, 광역철도 등 서비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공동>

경기도 도로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창욱 (031-8030-3930)

성남시 대중교통과 책임자 과  장 손용식 (031-729-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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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현황

□ 사업 개요

ㅇ (사업구간)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 입구 ~ 서울시 복정역

ㅇ (사업규모) L=10.2km, 중앙정류장 20개소 등

 ㅇ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ㅇ (총사업비) 419억원(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시행자) 경기도 성남시

□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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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감도

<성남대로>

<산성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