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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1 개발기본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실시근거 및 추진경위

1.1.1 개발기본계획의 필요성

가. 계획의 배경

◦ 경기도는 국내 최대 광역생활권으로 2005년 이래 연평균 1.77%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며, 대

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되면서 주거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속적인 수도권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교통정책, 교통시설 투자의 부족, 대중

교통 서비스의 유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경기도 광역 대중교통 네트워크의 현실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도시철도망은 서울시가 327.1km, 경기도는 438.6km에 이르며, 인구대비 철도망은 서울시

가 0.31km/만 명, 경기도가 0.34km/만 명으로 근소하게 경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면적대비 철도망의 연장을 비교하면 서울시가 0.54km/㎢, 경기도가 0.04km/㎢로 서울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경기도 내 광역 대중교통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인하여 차량보유대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

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접근할 때에는 주로 버스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대

부분이며,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체계의 불편으로 승용차에 의존하는 수요가 많음

◦ 따라서 경기도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증진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

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도로투자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됨

◦ 또한, 동탄신도시 개발은 2001년부터 추진되었으며 ｢동탄2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에 의거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도시철

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통하여 대중교통 편의성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향상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며, 동탄신도시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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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획의 목적

◦ 경기도는 철도서비스의 확대를 토대로 동탄신도시, 수원시, 오산시의 도시철도 서비스 확대 

및 기능 활성화를 토대로 교통문제의 해결, 정시성, 대량수송 및 안전성, 환경성이 확보되는 

철도 중심의 수도권 녹색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하여 대중교통 편의성 제공 및 지역균형발

전을 목표로 설정함

◦ 또한, 대규모 개발지인 동탄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국가

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도시철

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최적의 도시철도 노선 선정 계획을 목적으로 함

1.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2] 2. 개발기본계획 중 

사. 철도의 건설”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이행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사. 철도의 
건설

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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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가. 추진경위

◦ 2009. 09. : 동탄2지구 광역교통개통개선대책 확정(동탄신교통 반영)

◦ 2010. 07 :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화성, 수원, 용인, 오산 간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 노선을 확정 발표 (경기도)

◦ 2013. 06. :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고시(동탄1․2호선, 트램 결정)

◦ 2016. 11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수립 연구 용역

◦ 2019. 05.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34호)

- 9개 노선 105.18km에 포함, 동탄 도시철도 B/C=0.80 

◦ 2019. 10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광역교통비전 2030에 포함

◦ 2020. 02.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 2020. 03. : 동탄 도시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경기도)

◦ 2020. 05. :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0.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 2020. 06. 05 ~ 07. 10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20. 07. 16 : 철도건설 기술자문회의(1차)

◦ 2020. 07. 28 ~ 08. 10: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0. 09. 18 : 철도건설 기술자문회의(2차)

나. 향후계획

◦ 2020. 11.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2020. 12.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출 및 협의요청

◦ 2023.    : 착공

◦ 2027.    :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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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

나. 공간적 범위 :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 용인시 일원

다.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9년(최근 각종자료 취득 가능연도)

◦ 중간목표년도 : 2027년(개통년도), 2030년, 2035년, 2040년

◦ 최종목표년도 : 2067년(개통후 40년)

◦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 2028년∼2067년(사업 완공 후 40년까지)

라. 계획 수립기관 : 경기도

마. 계획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바. 노선 개요

◦ 선형계획은 기본계획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구간 내 관련사업의 연관성, 통과구간, 열차운

영효율 등을 고려하여 최적선형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설계단계에서 지반조사, 측량, 환경영

향평가 등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선형계획을 확정할 계획임

◦ 노선의 평면선형 계획은 종단선형과 함께 열차의 운전시격, 표정속도 등 운전성능을 좌우하

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운전, 건설, 유지보수비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여객 수

송력 제고 및 신속성, 승차감, 안정성 등의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을 적용하였음

◦ 곡선반경은 가급적 크게 적용하여, 열차의 표정속도 향상 및 승차감 안정을 고려하였음

◦ 지장물 저촉 및 도시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선로연장 최소화 및 표정속도 증대를 위해 가급적 

직선화하여 계획하였으며, 최대한 공로 및 중앙 녹지공간을 이용하여 용지보상비를 최소화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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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노선의 개요

구  분

개  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 초안

주요 경유지

◦반월~오산 : 삼성전자~동탄역~동탄2 

신도시~오산시청~오산역

◦병점~동탄2신도시 : 병점역~동탄역 

~동탄2신도시

◦망포~오산 : 망포역~삼성1로~동탄역 

~동탄순환대로~오산역

◦병점~동탄2신도시 : 병점역~동탄중앙로 

~동탄역~공영차고지

정거장 개소
◦34개소 (반월~오산 : 17개소, 

병점~동탄2신도시 : 17개소)

◦36개소 (망포~반월~오산 : 19개소, 

병점~동탄2신도시 : 17개소)

환승역(환승노선)
◦107･201역(SRT), 117역·301역(경부선) ◦망포역(분당선), 동탄역(SRT, 인덕원~동탄), 

병점역·오산역(1호선)

연장 / 
평균역간거리

◦32.35km

 -반월~오산 : 14.82㎞ / 0.90㎞

(표정속도 : 20.3㎞/h)

 -병점~동탄2신도시 : 17.53㎞ / 1.07㎞

(표정속도 : 20.0㎞/h)

◦34.20km

 -망포~반월~오산 : 16.40㎞ / 0.92㎞ 

(표정속도 : 20.7㎞/h)

 -병점~동탄2신도시 : 17.80㎞ / 1.10㎞ 

(표정속도 : 20.0㎞/h)

총사업비
◦9,967.2억 원

◦경제성 B.C 0.80

◦9,787.3억 원(예비비 제외)

◦경제성 B.C 0.84

차량기지 계획
/ 면적

◦반월~오산 : 신설 / 37,800㎡

◦병점~동탄 2신도시 : 신설 / 52,500㎡

◦통합차량기지 신설 : 60,118㎡

차량시스템

◦Tram

 - 편    성 : 5module 1편성

 - 승차인원 : 246명(만차인원)

◦노면전차(Tram)

 - 편    성 : 5module 1편성

 - 승차인원 : 246명(만차인원)

차량편성 / 시격

◦반월~오산

 - 18편성(운행 16, 예비 2) / 6.0분

◦병점~동탄 2신도시

 - 25편성(운행 22, 예비 3) / 5.0분

◦망포~오산

 - 19편성(운행 17, 예비 2) / 8.0분

◦병점~동탄 2신도시

 - 19편성(운행 17, 예비 2) / 8.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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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

초안

(그림 1-1) 동탄도시철도 계획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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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포~반월~오산 구간

◦ 시점부 101～102정거장 반월고가 구간은 구축계획의 서천로 202번길은 버스노선이 다수 

경유하는 도로이고, 삼성전자 등 출근 통행량이 많아 도로교통 서비스수준이 낮은 상태

임. 이에 화성시 의견 및 장기적인 교통해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삼성1로 및 반월고

가 좌우 측면도로 경유 및 상․하선 분리 지하 개착박스를 적용하였음

◦ 종점부 115∼117정거장 오산시 구간은 구축계획시 동부대로 하부 터널로 계획하였으나, 

오산시청 지하차도(L=890m, Box=550m, U-type=340m) 계획에 저촉되어 터널공법 적용

이 곤란함에 따라, 오산시 의견 및 주변개발(운암뜰) 계획, 장기적인 교통 해소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암뜰 통과 구간은 지상계획으로 수립하고 대원로 구간은 지상 교통

혼잡을 고려 터널계획으로 적용하였음

◦ 망포~반월~오산 구간의 주요 경유지는 망포역~반월삼거리~삼성1로~동탄순환대로~동탄기

흥로~동탄역~동탄대로~동탄순환대로~오산경찰서~대원로~오산역을 경유하는 노선임

2) 병점∼동탄2신도시 구간

◦ 능동지하차도 구간은 평면(상부도로)계획 대비 표정속도 및 경제성에 유리하고, 교통측면

을 고려 능동지하차도를 이용하는 노선으로 계획함

◦ 병점~동탄2신도시 구간은 주요 경유지는 병점역~벌말교~10용사로~동탄중앙로~동탄청계

로~동탄기흥로~동탄역~동탄순환대로~공영차고지를 경유하는 노선임

<표 1-3> 평면선형 계획

구분 망포~반월∼오산 병점∼동탄2신도시

곡선반경
100m
이하

101m
∼

300m

301m
∼

600m

601m
∼

1,000m

1,001m
이상

직선부 계
100m
이하

101m
∼

300m

301m
∼

600m

601m
∼

1,000m

1,001m
이상

직선부 계

개소 13 13 6 3 2 38 75 13 10 6 1 3 34 67

연장(m) 525 1,264 772 354 730 12,755 16,400 673 985 1,840 527 1,444 12,331 17,800

비율(%) 3.2 7.7 4.7 2.1 4.5 77.8 100 3.8 5.5 10.3 3 8.1 69.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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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 대안

2.1 계획입지에 대한 대안의 설정

대안종류 선정기준 내  용

계획비교 계획수립여부

1안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No Action)

2안
행정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Action)
기 계획노선 유지

3안
행정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Action)

계획노선 변경(망포역 연장, 반월고가 

구간, 오산시 구간 통과구간)

수단ㆍ방법

차량시스템
1안 바이모달트램

2안 노면전차(Tram)

트램급전방식

1안 가공급전선에 의한 급전방식인 유가선

2안 차량 내 충전식배터리에 의한 급전방식인 무가선

3안 가선 및 배터리 혼용

수요ㆍ공급

(연장)

교통수요 및 경제성 

분석

1안 기 계획(오산∼동탄∼반월, 14.82㎞)

2안 망포역 연장(오산∼동탄∼반월∼망포역, 16.40㎞)

입지비교

(차량기지)
효율성

1안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일원

2안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일원

3안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일원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결과 주민의견(용○○외 5인)인 306-307정거장 구간에 대한 대안검
토는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기본계획 노선․정거장에 관한 의견으로 기본계획에서 검토결과를 반영해 전
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 제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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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안의 검토

2.2.1 계획의 대안(계획비교)

구분
No Action Action

1안 2안(기 계획노선 유지) 3안(계획노선 일부구간 변경)

계획내용
◦개발방향
 -미개발

◦개발방향(노선계획)
 -반월~오산(14.82㎞, 정거장 17개소)
 -병점~동탄2신도시(17.53㎞, 정거장 17개소)

◦개발방향(노선계획)
 -망포~반월~오산(16.40㎞, 정거장 19개소)
 -병점~동탄2신도시(17.80㎞, 정거장 17개소)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생태계
훼손가능성

◦생태계변화 없음
◦계획 시행 지역은 대부분 도심지역으로 일부 생태계 

훼손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됨
◦계획 시행 지역은 대부분 도심지역으로 일부 생태계 훼손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됨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지형의 변화가 없음
◦계획 시행 지역은 도심지역으로 오산시 성호대로 

터널 통과 및 지하정거장 설치 등 일부 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계획 시행 지역은 도심지역으로 반월고가 구간 지하 개착 
BOX 및 오산시 대원로 터널 통과로 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활환경의 변화가 없음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접근성 향상으로 

종전보다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접근성 향상으로 

종전보다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도시철도 건설(정거장 및 지상교량)에 따른 
경관변화에 일부 예상됨

◦도시철도 건설(정거장 및 지상교량)에 따른 경관변화에 
일부 예상됨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 없음

◦도시철도(트램) 운영에 따른 소음 등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예상됨

◦도시철도(트램) 운영에 따른 소음 등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예상됨

기타 특징 -
◦반월고가 주변 상습정체구간 통과로 교통정체 악화
◦동부대로 지하차도(공사중) 저촉으로 정거장 설치불가

◦도로 점용 없이 입체통과로 교통 혼잡 방지, 표정속도 유리
◦대원로 통과구간 터널 및 지하구조물 안정성 확보 및 

연장 최소화
선정안 ◉

검토결과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이용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계획 

3안(Action)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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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계획 대안1(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No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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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계획 대안2(평가협의회 심의,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Action))



제2장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 12 -

(그림 2-3) 계획 대안3(계획을 수립하였을 때(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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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2안(기 계획노선 유지) 계획3안(계획노선 일부구간 변경)

반월고가

통과구간

장ㆍ단점
⦁노면 이용으로 공사비 저렴, 경제성 유리
⦁상습정체구간 통과(서천로 202번길)로 교통정체 악화 우려
⦁노선연장 증가 및 교차로 4개소 통과로 표정속도 불리

⦁입체 통과로 교통혼잡 없음. 표정속도 유리
⦁지하구조물 설치로 공사비 증가
⦁가시설 공사기간 근접 상업시설에 대한 영업 보상 등 민원발생 예상 

오산 

통과구간

장ㆍ단점
⦁교차로 통과 없이 지하계획으로 속도 유리하나 터널 및 지하역(3개소) 

설치로 사업비 과다
⦁동부대로 지하차도(공사중) 저촉으로 정거장 설치 불가

⦁대원로 구간 교차로 통과 없이 지하계획으로 속도 유리
⦁터널(NATM) 연장 축소로 사업비 절감
⦁오산역 개착정거장 공사로 인한 공사시 교통 혼잡 발생

주) 망포역 연장 대안은 수요․공급 대안 참조
(그림 2-4) Action 계획 대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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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수단·방법의 대안

가. 차량시스템

구분 수단방법 1안(바이모달트램) 수단방법 2안(노면전차(Tram))

차 량
형 상

시스템 정의
◦일반도로에서 버스처럼 운행
◦전용궤도에서 자기유도로 조향되는 

유도버스 일정

◦노면에 레일을 설치하여 전기를 
동력원으로 주행하는 경량전철 시스템

대중교통
시스템 유형

버스(BRT) 시스템
(자기유도 / 광학유도)

도시철도 시스템 (궤도)

특

성

규격
 2량 1편성 

18m(L) × 2.5m(W) × 3.2m(H)
5모듈 1편성 

31.8m(L) × 2.5m(W) × 3.4m(H)

탑승정원 93명 (31좌석/62입석) 246명 (48좌석/198입석)

동력원 CNG 하이브리드 전기 (유/무가선)

내구연한 11년 25~40년

차량가격 약 20억원 약 37억원

적용법규 도로교통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궤도운송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장 단 점

◦교통약자 이용편의 제공
◦비교적 친환경적
◦우측문형 차량 → 상대식(교대식)정류장
◦일방향 운전 → 시ㆍ종점부 회차공간 

필요
◦수요대비 차량 5편성 필요
◦마을버스와 중복 → 민원발생

◦교통약자 이용편의 제공
◦친환경적
◦양문형 차량 → 섬식 또는 상대식정류장
◦양방향 운전 가능 → 시ㆍ종점부 공간 

최소 점유
◦수요대비 차량 3편성 필요
◦랜드마크 이미지효과 제고 적합

적용 도시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프랑스 두에
◦세종시 시험운영 : 차량결함 발생, 

운행중단

◦50개국 400개 노선 운영중
◦충북 오송 시험선 설치

(국산 시스템 상용화)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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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트램급전방식

구분 수단방법 1안(유가선) 수단방법 2안(무가선) 수단방법 3안(하이브리드)

차량
형상

전력
공급

◦전철주 및 가공급전선에 
의한 급전

◦차량 내 충전식배터리에 
의한 급전

◦가선 및 배터리 혼용 

운행
거리

◦노선 내 설치된 가선을 
이용하므로 운행거리 제약 
없음

◦배터리 용량에 따라 
운행거리 제약

◦가선 구간은 제약 없고,
배터리 구간은 용량에  따라 
운행거리 제약

장점

◦노선 내 가선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배터리 방전에 의한 운행 
지장 없음 

◦전차선  미설치로 도시미관 
우수

◦가선 접촉에 의한 운행소음 
배제 및 감전사고 예방

◦안정적인 전력공급 가능
◦배터리 교체 비용 절감
◦장거리  운행  가능

단점

◦전철주 설치로 전력시스템 
공사비 발생

◦가선 접촉에 의한 소음 및 
감전사고 우려

◦배터리 용량 및 기술력에 
따른 주행거리 제약

◦배터리 충전시간에 따른 
차량 편성 수 증가

◦도시경관  훼손 (유가선 구간)
유. 무가선 혼용 차량 필요

사례
◦터키 이즈미르, 미국 포틀랜드, 

호주 시드니 등
◦대만 카오슝,  프랑스 니스, 

스페인 마드리드 등
◦프랑스 니스, 미국 달라스 등

선정 ◎

2.2.3 수요·공급의 대안

구 분 수요공급 1안(기 계획구간) 수요공급 2안(망포역 연장)

노선 오산∼동탄∼반월 오산∼동탄∼반월∼망포역

연장 14.82㎞ 16.40㎞(망포역 연장 1.80㎞ 증가)

정거장 17개소 19개소

차량편성(예비편성) 18편성(2편성) 17편성(2편성)

표정속도 20.3㎞/h 20.7㎞/h

첨두시격 6분 8분

교통수요(2035년) 68,917인/일 73,923인/일(증 7.0% 수요증가)

경제성(B/C 기본계획 전구간) 0.80 0.84(증 0.04)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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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입지의 대안

구분 선정 차량기지 계획 및 선정 사유

입지
1안

◦반월~오산의 차량기지 위치는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일원으로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 남측에 
고속철도 환기구 근접한 야산을 이용하여 차량기지 계획을 수립하였음

◦남측 오산시티자이아파트 단지 신설, 임야부 자연환경 및 지형 훼손이 발생 됨

입지
2안

◦병점-동탄2신도시의 차량기지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일원으로 화성병점복합타운 서측에 
농경지를 이용하여 차량기지를 계획하였음

◦현재 병점역 아이파크캐슬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차량기지 입지 부적합

입지
3안

◎

◦차량기지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일원으로 트램운영 효율성 최대화
◦화성시 버스공용차고지 활용으로 자연환경 및 지형 훼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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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최종안 선정

◦ 본 계획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이용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계획 3안을 선정함

◦ 수단ㆍ방법의 대안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정시성 및 교통약자 이용편리성이 우수한 노면전차

(Tram) 및 도시미관, 이용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무가선 급전방식을 수단ㆍ방법 

2안을 적정 안으로 선정함

◦ 수요공급 및 입지 등의 대안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아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요

공급 2안(노선연장) 및 입지 3안(차량기지)을 적정 안으로 선정함

 - 교통수요 예측결과 1일 73,923명으로 기존대비 7% 증가하고, 기본계획 전구간 경제성은 망포역 

연장시 경제성은 0.80 → 0.84로 개선되는 수요공급 2안(노선연장)을 선정함

 - 트램운영 효율성, 자연환경 및 지형 훼손 최소화 한 입지 3안(차량기지)을 선정함

◦ 상기 내용을 종합한 결과, 계획노선 조성시 합리적인 철도 노선 계획 및 차량기지 계획을 수

립 할 수 있는 최종안으로 선정함

대안종류 선정기준 최종안

계획비교 계획수립여부 계획 3안
◦행정계획을 수립하였을 때(action)
 -계획노선 변경(망포역 연장, 반월고가 통과구간, 오산시 

통과구간)

수단ㆍ방법

차량시스템
수단방법 2안

(노면전차)
◦노면전차(Tram)
 -정시성 및 교통약자 이용편리성이 우수

트램 방식
수단방법 2안

(무가선방식)

◦차량 내 충전식배터리에 의한 무가선 급전방식
-도시미관, 상권 활성화, 이용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 국내외 사례 진행상황, 시스템 개발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무가선 동력전달 
방식을 최종결정

수요공급
교통수요 및 

경제성 분석

수요공급2안

(망포역 연장)

◦망포 연장
 -오산∼동탄∼반월∼망포역
 -망포역 추가연장 1.80㎞ 증가
 -교통수요결과 1일 73,923명으로 기존대비 7% 증가
 -기본계획 전구간 경제성은 0.80 → 0.84로 개선

입지비교 효율성
입지3안

(차량기지계획)

◦트램운영 효율성 최대화
◦자연환경 및 지형훼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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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3.1 주요 항목별 평가대상범위

구 분
평가대상범위

대상지역 선정 사유
공간적 시간적

자

연

환

경

의

보

전

생물다양성ㆍ

서 식 지 보 전

(동․식물상) ◦계획노선 좌ㆍ우

 -식물상 및 식생 : 

150m

 -육상동물 : 

500m 이내

[협의회심의의견 

반영(오산천, 치동

천, 무봉산, 왕배산 

일부 적용 1km )] 

 -육수동물 : 

상ㆍ하류 100m

◦공사시

◦운영시

◦식물상의 변화

◦동물의 서식지 훼손 및 이동

◦법정보호종의 영향

(자연환경

자산)

◦계획노선 및 

주변 500m이내

지역

◦공사시

◦운영시

◦계획노선 및 인근지역의 자연환경자산의 

변화

지 형  및

생 태 축 보 전

(지형ㆍ지질)◦계획노선 ◦공사시 ◦계획노선 부지정지공사 등에 따른 

지형형상 변화 영향

주 변 자 연

경 관 에

미치는 영향

(경 관)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지형변화 및 정거장, 지상교량 등의 

건축물 조성으로 인한 경관변화

수 환 경 의

보 전

(수  질, 

수리수문 

포함)

◦계획노선 및

주변 수계

◦공사시

◦운영시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인근 

수계 영향예측

◦공사시 작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운영시 이용객에 의한 오수발생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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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대상범위

대상지역 선정 사유
공간적 시간적

생

활

환

경

의

안

전

성

환 경 기 준

부 합 성

(기상) ◦주변 기상대 ◦공사시

◦운영시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대기질 영향 예측 등에 

기초자료로 이용

(대기질) ◦계획노선 및 

주변 300m이내

지역

◦공사시

◦운영시

◦작업장비 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발생 

(온실가스) ◦계획노선 ◦공사시

◦운영시

◦공사시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소음ㆍ진동)◦계획노선 및 

주변 500m이내 

지역(협의회심의

의견 반영)

◦공사시

◦운영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ㆍ진동 발생

◦운영시 철도차량(트램)에 의한 소음영향

(전파장해)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계획시행에 따른 전파장해 영향인자 

평가

(토양) ◦계획노선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노선 ◦공사시

◦운영시

◦정거장의 용수공급, 하수처리 등 

환경기초시설의 신설, 연계처리 등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적정성 등

자원ㆍ에너지

순 환 의

효 율 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노선 ◦공사시

◦운영시

◦투입장비 가동,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폐유 및 생활폐기물 발생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사회ㆍ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계획노선 ◦공사시

◦운영시

◦편입토지 발생, 지장물 철거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인구주거)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운영시 인구 및 주거변화에 따른 영향 

검토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20 -

구분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주변
수계

300m 
이내 

500m 
이내 

1,000m 이내 기타

공사시
및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보전, 
주변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사회ㆍ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수환경의
보전

환경
기준 

부합성
(대기질)

생물다양성
ㆍ

서식지보전,
환경기준 부합성

(소음ㆍ진동)

생물다양성
ㆍ

서식지보전
(일부구간)

기상

(그림 3-1)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제4장 지역개황

- 21 -

제4장 지역개황

4.1 환경관련 입지현황(총괄) 

구 분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수원시 계획노선

환경관련
지구ㆍ지역 

지정

◦백두대간 보호지역 × × × × ×

◦자연공원 245개소 83개소 325개소 343개소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 × × ×

◦야생생물 보호구역 2개소 × 1개소 1개소 서측 약 2.0㎞

◦습지보호지역 × × × × ×

◦상수원보호구역 × × × 2개소 수계상이

◦수변구역 × × ○ × ×

◦폐수배출허용기준 “나”지역 “가”지역
“청정”, 

“가”지역

“청정”, 
“가”,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수질오염총량
한탄B
임진A

한탄B 한탄B 임진A 한탄B, 임진A

◦대기관리권역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 × ×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일부) × ×

◦악취관리지역 1개소 1개소 1개소 × 서측 약 0.5㎞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 ○ ○ ○ ○

자연환경
◦생태ㆍ자연도 - - - -

3등급, 
별도관리지역 

일부 포함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 - - 1, 2, 3, 4, 5등급

환경 
피해유발
시설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10,676개소 224개소 2,389개소 750개소 -

◦도로 ○ ○ ○ ○ -

◦철도 ○ ○ ○ ○ -

◦공항 × × × × ×

◦산업단지 20개소 3개소 14개소 3개소 -

주요 보호
대상시설물

◦문화재 49점 5점 119점 67점 서측 약 1.4㎞

◦천연기념물 3점 × × × 서측 약 3.4㎞

◦취수장 × × × 2개소 수계상이

◦정수장 × × 2개소 2개소 ×

환경기초
시설

◦분뇨처리시설 × 1개소 2개소 1개소 ×

◦폐기물 소각시설 4개소 × 3개소 3개소 ×

◦폐기물 매립시설 × × 1개소 × ×

◦공공하수처리시설 32개소 2개소 2개소 35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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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노선 서측 약 2.0㎞ 이격하여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위치함

2. 계획노선 서측 약 3.4㎞ 이격하여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천연기념물 제504호)가 위치함

3. 수변구역과는 수계가 상이함

(그림 4-1) 지역개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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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입지의 타당성

5.1 항목별 입지의 타당성 요약

5.1.1 자연환경의 보전

구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현황

◦식물상

 -90과 320분류군

 -식생보전등급 Ⅴ, Ⅳ, Ⅲ등급

◦생태ㆍ자연도 : 2,3등급권역, 별도관리지역

◦동물상

 - 포유류 : 총 8과 10종            - 조류 : 총 25과 40종

 - 양서류 : 총 3과 3종            - 파충류 : 총 3과 3종  

 - 육상곤충류 : 총 45과 91종       - 담수어류 : 총 7과 16종

 - 저서생물 : 총 32과 48종

◦법정보호종 : 4종(삵, 수달, 맹꽁이, 황조롱이)

영향예측

◦식물상

 -목본 및 초본류 훼손 불가피

 -비산먼지 등에 의한 주변식생 일시적 생육 영향

 -식생보전등급의 변화(Ⅲ~Ⅴ등급 Ⅴ등급로 변화)

◦법정보호종 

 –물리적 교란에 의한 주변 지역으로 이동ㆍ회피 

◦육상동물상

 -인위적 교란에 노출된 서식환경으로 영향 미미

 -생태계와 단절된 입지로, 주요 서식지 분포 가능성이 낮으므로 영향은 미미

◦육수동물

 -토사 유입으로 인해 개체수 감소

 -기존 도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영향은 미미

저감방안

◦식물상 및 식생

 -살수 및 세륜ㆍ세차시설 운영 및 철저한 공사관리ㆍ감독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방안

◦육상동물

 -육상동물의 직·간접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저소음·저진동 장비 운용 할 계획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 야간 작업을 지양

 -단계별 공정, 저소음 장비 및 공법 사용

 -법정보호종 보호대책 수립

◦육수동물

 -살수차량 운영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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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연환경자산

현황

◦현지조사 : 삵 등 4종

◦문헌조사 : 삵, 수달, 수원청개구리, 맹꽁이, 금개구리, 큰기러기, 원앙, 붉은배새매,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소쩍새 등 13종

영향예측
◦법정보호종 

 –물리적 교란에 의한 주변지역으로의 이동 및 회피 예상

저감방안

◦법정보호종

 -계획노선 내 법정보호종 서식지 확인시 전문가 조사를 통해 관련법에 의거하여 저감방안 

수립

구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현황

◦계획노선의 지질 : 주로 선캠브리아 시대의 흑운모편마암층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ㆍ지질 : 분포하지 않음

◦백두대간 및 주요정맥ㆍ지맥 : 청명지맥 및 한남정맥에서 분기한 분지맥에 위치

◦산사태위험구간 : 분포하지 않음

영향예측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미미

◦토사유출 발생

◦사토량 발생

저감방안

◦지형변화 최소화계획 수립

◦토사유출 저감방안 수립

 토사운반차량 덮개 설치

 노출사면 포장덮개 실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한 사토처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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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현황

◦자연경관

 - 녹지경관 : 계획노선 주변 임야가 산림녹지경관을 이룸

 - 수경관 : 계획노선 주변 호수와 오산천 위치함

◦인문경관 : 1호선, 분당선, 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주변으로 호수, 

공원들이 위치함

영향예측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트램형식의 도시철도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계획시행 시 트램노선 

조성 및 정거장 등의 구조물이 계획된 일부 지점에서의 경관변화가 예상됨

저감방안

◦기 조성되어있는 도로에 매립형 트램 전용 궤도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경관훼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정거장 등 구조물 설치구간의 경우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경관과의 조화 및 일관성 있는 색채계획

구분 수환경의 보전

현황

◦수계현황

 -좌측 : 황구지천 → 진위천

 -중심 : 오산천 → 진위천

◦수질오염총량 단위유역

 -한탄B 및 임진A(한강수계)

◦수질현황

 -지표수질(BOD기준) Ib∼Ⅳ등급

 -지하수질 “먹는물의 수질기준” 만족

(총대장균군 및 불소 제외)

  

영향예측

◦공사시

 -우수유출량:0.924㎥/sec

 -토사유출량:27.7ton/일

 -오수발생량:10.2㎥/일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발생

◦운영시

 -필요용수 및 오수발생

 -차량기지 운영 시 폐수발생

 -비점오염물질 증가

저감방안

◦공사시

 -임시침사지 설치

 -오탁방지막 설치(필요시)

 -오수 간이화장실 설치 후 위탁처리

◦운영시

 -차량기지 등 발생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

 -비점오염원 관리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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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상에 미치는 영향

현황

◦수도권기상청(2010∼2019년)

 -평균기온 : 12.7℃

 -강수량 : 1,277.6㎜

 -평균풍속 : 1.8m/sec

 -평균습도 : 69.1%

 -일조시간 : 2,365.9hr

영향예측 ◦계획시행으로 인한 기상변화는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됨

5.1.2 생활환경의 안정성

구분 대기환경기준의 부합성

현황

◦2009∼2018년 연도별 및 2018년 월별 도시대기측정망 조사결과, 전 항목 대기환경기준 만족

◦현장조사결과 : 전항목 대기환경기준 만족

 -PM-10 32～42㎍/㎥               -PM-2.5 12～25㎍/㎥       

 -PM-2.5 12～25㎍/㎥               -SO2 불검출～0.002ppm

 -NO2 0.012～0.015ppm             -CO 0.64∼1.70ppm

 -O3 0.074～0.091ppm              -Pb 0.008∼0.025㎍/㎥

 -벤젠 1.273∼1.421㎍/㎥

영향예측

◦공사시 

 -현재 기본계획수립 단계로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정량적인 공사시 예측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설계가 완료되는 환경영향평가시 공사시행에 따른 정량적인 예측

을 실시할 계획임

◦운영시

 -계획노선 운행시 열차 운행에 사용되는 동력은 전력으로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저감방안

◦공사시

 -살수차량 운행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차속규제(20㎞/hr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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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온실가스

현황
◦우리나라의 2017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 709.1백만tCO2/yr

◦계획노선은 기 운영중인 도로노선으로 통행차량 등에 의한 온실가스가 배출됨

영향예측

◦공사시 및 운영시

 -현재 기본계획수립 단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예측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설계가 

완료되는 환경영향평가시 영향예측을 실시할 계획임

저감방안 ◦환경영향평가시 세부계획내용을 반영하여 저감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구분 토양환경기준의 부합성

현황

◦(현지조사)토양현황

 -“토양오염 우려기준” 만족

◦(문헌조사)토양오염 실태조사

 -“토양오염 우려기준” 만족

◦(문헌조사)토양측정망

 -일부지점(3개지점)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계획노선 내 위치하지 않음

영향예측

◦공사시

 -폐유 발생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차량기지 내 폐유 발생

저감방안

◦공사시 

 -폐유저장소 설치 후 위탁처리

 -분뇨는 간이화장실 설치 후 전량 위탁처리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 설치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 설치

 -분뇨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폐유저장소 설치 후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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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음․진동환경기준의 부합성

현황

◦소음 : 소음환경기준 초과

 -낮 평균 54.3～65.0dB(A)

 -밤 평균 46.0～62.6dB(A)

  →주위환경(도로, 자동차, 생활소음 등) 영향

◦진동 : 생활진동규제기준 만족

 -주간평균 14.6～36.3dB(V)

 -심야평균 13.8～33.0dB(V)

영향예측

◦공사시

 -소음도 예측결과 : 54.5～77.5dB(A)로 일부지점 소음환경목표기준 초과

 -진동도 예측결과 : 34.5～53.1dB(V) 전 지점 진동환경목표기준 만족

◦운영시

 -계획시행 시 대부분의 정온시설에서 계획 미시행시보다 소음도가 낮거나 비슷하게 예측

되어 트램운영에 따른 영향은 미미함

저감방안

◦공사시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환경부) 준수

 -속도제한 및 불필요한 고속운전․공회전 금지

 -공사시 저소음․저진동 공법 및 장비 사용

 -차속규제표지판 설치

 -가설방음판넬 설치(H=3m), 작업시간 조정 후 소음환경목표기준 만족

◦운영시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구분 전파장해

현황

◦전파장해

 -혼신, 간섭, 잡음

◦전자파

 -개요, 인체보호기준

영향예측

◦TV, 라디오 수신장해 및 전자파 영향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를 충전하여 운행하는 방식으로 동탄 도시철도 운영시 전파장해 및 

전자파의 영향은 미미

저감방안
◦전파 장해가 발생할 경우, 향후 민원 접수에 따라 검토후 필요시 공동수신시설 및 개별

수신시설의 설치, 수신시설의 이설 또는 개량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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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현황

◦화성시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소각시설 : 4개소

 -기타시설 : 1개소

◦오산시 환경기초시설

 -기타시설 : 2개소

 -분뇨처리시설 : 1개소

◦수원시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소각시설 : 3개소

 -기타시설 : 2개소

 -분뇨처리시설 :１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 2개소

◦용인시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 3개소

 -폐기물 매립시설 : 1개소

 -기타시설  : 19개소

 -분뇨처리시설 : 2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 35개소

영향예측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건설폐기물 발생

◦운영시

 -계획노선 내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

 -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폐유발생

저감방안

◦공사시

 -폐기물은 분리수거함 설치 후 재활용

 -분뇨는 전량 위탁처리

 -폐유저장소 설치 후 위탁ㆍ처리

 -건설폐기물은 적법 처리

◦운영시

 -폐기물은 분리ㆍ수거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차량기지 오수는 차량기지 내 오수처리장을 설치

하여 처리

 -폐유는 보관시설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구분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현황

◦화성시 현황

 -생활폐기물 : 656.1톤/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844.0톤/일

 -건설폐기물 : 4,034.0톤/일

 -분뇨 : 190㎥/일

◦오산시 현황

 -생활폐기물 : 178.5톤/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244.1톤/일

 -건설폐기물 : 573.7톤/일

 -분뇨 : 180㎥/일 

◦수원시 현황

 -생활폐기물 : 1,134.5톤/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350.7톤/일

 -건설폐기물 : 2,395.4톤/일

 -분뇨 : 710㎥/일

◦용인시 현황

 -생활폐기물 : 1,088.2톤/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1,653.8톤/일

 -건설폐기물 : 2,408.7톤/일

 -분뇨 : 151㎥/일

영향예측

◦공사시

 -생활폐기물 : 20.91㎏/일

 -분뇨 : 1.82L/일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건설폐기물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 145.14㎏/일

 -분뇨 : 46.02L/일

저감방안

◦공사시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간이화장실 설치

 -폐유 등은 전량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각 성상별로 처리

 -차량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차량기지 내 

오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처리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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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사회ㆍ경제환경과의 조화성

구분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토지이용

 -화성시 : 총면적 661.83k㎡ 중 임야 215.89k㎡(32.63%)

 -오산시 : 총면적 42.72k㎡ 중 임야 10.66k㎡(24.95%)

 -용인시 : 총면적 591.29k㎡ 중 임야 313.12k㎡(52.96%)

 -수원시 : 총면적 121.04k㎡ 중 대지 25.54k㎡(21.10%)

영향예측

◦노선계획

 -망포역 연장 : 수원과의 도시교통 연계체

계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여 사회․경제적 

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교통현황 및 조

사 분석, 장래 수송수요 예측 등을 고려

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

안(망포역 연장) 노선을 반영

 -오산시 통과 : 운암뜰 개발계획을 반영

하여 지상 노선계획으로 경제성 유리하

도록 노선계획을 수립

◦정거장 계획

 -일반정거장 : 섬식 적용

 -환승정거장 : 상대식

 -동탄역 : 엇갈림식

◦차량기지 계획

 -화성시 장지동 공영버스 차고지(60,118㎡)내 

차량기지 검토 결과, 공영버스차고지 부지 내 

26편성 수용은 가능(12편성은 주박기지)

저감방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정한 보상을 

시행할 계획임

구분 인구․주거

현황

◦화성시 총 301,025세대, 798,100인이 거주, 세대당 2.5세대

◦오산시 총 89,860세대, 229,520인이 거주, 세대당 2.4세대

◦용인시 총 390,137세대, 1,053,522인이 거주, 세대당 2.65세대

◦수원시 총 492,939세대, 1,242,212인이 거주, 세대당 2.44세대

영향예측
◦공사시 지역 인구 증가나 주거형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계획노선의 2028년 기준 총 승차수요 예측결과 140,137인/일로 예측

저감방안

◦공사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획시행 전 지역주민과 

협의 후 시행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대책을 강구

◦운영시

 -접근성 및 주변의 역세권 검토,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환경영향 등을 감안한 실시계획 

반영 및 정거장 선정으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