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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저층 주거지에서 거주환경과 관련된 여러 조사들은 주차환경이 가장 심

각한 문제임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일반 저층 주거지의 주차

문제를 해결과 더 나아가‘그린 커뮤니티’ (green community)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그린 커뮤니티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거지의 가로와 대지를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보행중심적인 공

간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로와 대지를 주차 공간화 하

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그린파킹사업’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차장의 마련이 해결책이라는 전제하에 대지 내에 

조성된 주차장을 텃밭이나 식재 공간 등 친환경적 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상지를 서울시 그린파킹 사업지로 정해 가능성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저층주거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인 그린파킹 사업지를 답사와 

담당 공무원의 추천을 통해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두 개소 (구로구 

개봉3동 개봉로11길 38일대,  송파구 방이동 백제고분로 48길 29일대 )

와 단독주택 밀집지역 2개소(강서구 개화동 개화동로11길 일대, 강서구 

개화동 개화4길 일대 )를 선정하였다. 답사를 통해 대상지의 외부공간의 

쓰임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마당이 좁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마당

공간을 주차공간으로만 주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주차면 외에 식

재공간이나 휴식공간은 찾기 어려웠으며 작은 식재공간을 만들어 텃밭이

나 나무를 심은 곳도 볼 수 있었지만 주변건축물과의 이격거리가 짧기 때

문에 텃밭으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공간이 많았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마당 이용 현황은 전체 외부면적에서 녹지의 면적이 약 12%

였으며 주차가 약 30%, 보행통로로 주로 이용되는 공간이 56%였다. 단

독주택 밀집지역의 경우는 도로와 마당이 넓기 때문에 마당을 주차공간 

외에도 다양하게 쓰고 있고 식재공간의 비율도 높은 것을 확인했다. 단독

주택은 전체 외부면적대비 녹지로 이용되는 면적이 약 32%, 주차가 

14%, 보행통로등 기타 공간 53%였다.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린파킹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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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변화된 환경에 대한 만족도, 공용주차장 사용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외부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 세부 항목을 

만들어 면접형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집된 자료는 PASW프로

그램을 통해서 신뢰도 분석과 빈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그린파킹 사업후 변화된 환경에 대한 만족도

 사업참여 사항에 대해서는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의 경우 담장허물기

만 신청,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담장허물기와 더불어 화단조성도 함께 신

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후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는 주차해결과 심미

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회적측면과 프라이버시/안전측면에서

는 달라진 것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2)공용주차장 사용에 대한 의견

공용주차장 설치에 관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100%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세대 다가구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단

독주택지역에서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세대 다가구 지

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공용주차장이용의 적정금액은 평균 2.3만원이며 

적정거리는 5분거리(400m)이고 단독주택 주민들이 생각하는 적정금액

은 무료이며 적정거리는 3분이내(200m)이다. 

(3)외부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

현재 마당의 쓰임새는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은 주차용도로 주로 사용

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주차외에 텃밭과 정원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

었다. 친환경적인 공간으로의 전환할 의사에 대해서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은 최대 57%긍정즉으로, 단독주택밀집지역 주민들은 68%가 긍정

적으로 생각하는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의 설문결과의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저층주거지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새로운 친환경적인 모델

로의 전환에 대해서 다세대 다가구 지역의 경우, 주차 공간이 부족해 대부

분 공용주차장이 건설된다면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것이라고 답을 한 것으

로 보아 실제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에 대한 잠재력이 커서 더 빠른 시간 

안에 주차공간을 옮기고 마당의 남은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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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 반면에, 단독주택지의 경우, 공용주차장의 이용에 관해서 부정적

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설계 기법이 필요하다. 활성화 방

안으로는 마을경관측면과 연계하여 공공영역으로 유도하는 방법과 경제적

으로 활용하는 방법, 마당을 주민들과 공유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

키는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저층 주거지의 주차문제를 개선하고 가로 및 주거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공용주차장의 공급을 전제, 친환경적인 커뮤니티에 대한 가능성

에 대한 파악해 보았다는데 하나의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그린 커뮤니티, 그린파킹, 저층 주거지, 친환경 도시설계, 공용 

주차장 

학  번 : 2011-2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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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서울을 비롯한 한국 도시의 저층주거지는 대부분 1970-80년대 자동차 

소유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조성되었다. 가로의 폭과 필지규모가 자동차를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층주거지는 자동차 소유의 보편화와 함께 

심각한 주차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용산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 

이래로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하였다. 그러나 주거지 주차문제를 근본적으

로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골목길의 보행 공간을 축소해 보행자의 

이동을 불편하게 했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저층주거지 주차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대구에서 처음 

시행된 담장 허물기 운동에서 모티브를 얻어 저층 주거지 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2003년부터 녹색주차마을 사업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것 역시 대상지가 한정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일부 단독주택과 저밀 주

택지에 한하여 사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근본적으

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여전히 최근의 여러 조사연구는 저층 

일반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거주환경 관련 문제들 중에서 주차문제와 가로

환경문제를 주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사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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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에서 공용주차장을 매개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면서, 주거지의 

가로와 외부공간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가정하면서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주차여건이 좋지 않은 일

반 저층주거 지역에 공용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이를 

통해서 주거지 가로 및 골목길을 보행 쾌적성과 안전성이 담보된 보행공

간과 공공공간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공용주차장이 설치될 경우 기존의 

담장 허물기 사업을 통해 형성된 마당도 주차장소가 아닌 텃밭이나 식재

공간과 같은 활용도 높은 녹지로 가꿀 수 있다. 이런 마당을 확대시키면서 

나아가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생산까지도 가능하게 된다.1) 

따라서 저층주거지의 거주환경을 그린커뮤니티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는지 저층주거지 외부공간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여 

이 가능성을 조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림 2. 새로운 주거지모델의 제시

1) 박석환, 저층 일반 주거지 공용주차장 설치 대안 연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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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그린파킹 사업지로 한정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 

담장이 이미 허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층 주거지 외부공간의 현황을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시

행한 최근 사업을 평가하고 그 이후 진화된 안을 모색한다.

(2) 내용적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문헌조사를 통한 저층 주거지 그린 커뮤니티

에 관련된 이론적 고찰과 주차문제 중심의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사례로서 

그린파킹 사업 현황 분석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그린파킹사업 현황분석은 

현장 답사를 통한 물리적 현황분석과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비 물리

적 현황분석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그린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

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까지는 다루지 않는다. 본 연구

는 주민들의 환경개선의지를 확인하고, 형성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여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을 때, 어떤 형태의 미래상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디자인 대안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2)� 연구의� 방법

먼저 주차문제를 중심으로 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사례로서 그린파킹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서울시내의 사례 대상지를 선정하여 대상지에서의 

사업추진실적과 실제로 대지내의 공간이용에 대해 상세한 실태조사를 실

시한다. 이를 통해 그린파킹사업부지의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며, 

어느 정도 친환경적 이용의 잠재력이 있는지 마당이용 실태 및 크기, 가로

와의 관계, 건물과의 관계 등을 통해 분석한다. 아울러 사업 후 변화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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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주차문제 문제 해결 외에 담장이 

허물어진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상세하게 파악한

다. 동시에 공동주차장을 통해 기존에 주차공간으로 쓰였던 마당을 환경 

친화적 이용으로의 전환에 대한 주민선호도를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

당 용도의 전환가능성과 제약 조건, 기회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이를 통해 

탄소절감 및 도시공간의 녹화, 주민참여에 의한 그린커뮤니티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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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비적 고찰

2.1� 주거지의� 도시설계� 모델

본 연구는 한국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모델을 가정하고 있다. 이미 조성

된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바람직한 주거지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은 모델의 개발을 도시설계의 오랜 전통이다. 20세기 

초에 제안된 전원도시, 1920년대 미국에서 제안된 근린주구단위 개발, 최

근 뉴어바니스트를 제시하는 신전통주의적 주거지 개발 모형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이 장에서는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

기 전에 먼저 이전 도시설계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근린주구� 단위� (Neighborhood� Unit� Concept)�

페리는 물리적 환경이 사회 또는 개인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이에 물리적 환경개선으로 사회 기초단위로서 커뮤니

티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즉, 근린주구론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서 사회조직을 재생하려는 커뮤니티 계획의 단위로서 출발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2)

1920년대 초 C.페리는 근린주구의 물리적인 크기, 모양, 규모를 통해 

인위적인 커뮤니티 설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페리는 커뮤니티를 구체

적으로 구상하기위해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였다. 

첫째, 커뮤니티는 얼마나 커야 하는가? 

물리적인 환경의 범위, 즉 커뮤니티의 스케일 (community scale)을 의

미한다. 

2) 일본디자인연구소, ‘현대도시의 공간설계’,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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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간적인 범위 내에 어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 사는가? 

이는 커뮤니티의 밀도(residential density)를 의미한다.

셋째,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잘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은 기능과 용도에 관한 기본적인 배치(use layout)와 프로그래밍

(use programming)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 페리가 고안한 해답이 바로 ‘근린주구의 개념

(Neighborhood Unit concept)’이다.3)

그림 3. 근린주구 유치거리

그림 4. 페리의 근린주구 개념도

3) 박병철, 어반빌리지 技法을 適用한 單獨住宅地再生硏究,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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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는 근린주구를 ‘초등학교와 주민이 필요한 상업시설 및 레크레이

션 시설을 가지며, 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되어지는 공동체의 한 영역’ 으

로 정의하였다. 이 제안의 핵심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주구 단위를 

설정해서, 주구 내 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편리성과 쾌적성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여섯 가지 원칙으로 요약된다.4)

원칙 내용

규모

▪ 1개의 초등학교(미국초등학교 기준 수용인원: 1000명~1600명)를 중심으로 인구에 

대응하는 규모, 면적은 인구밀도에 의해 결정됨

  (400~800m반경, 64ha, 인구는 약 3~9,600인(세대 당 3~6명),약 95인/ha)

경계

▪ 간선도로를 경계로 정함

▪ 경계역할을 하는 간선도로는 차량의 통과교통이 내부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

도록 충분히 넓어야 함

오픈스페이스
▪ 소공원, 여가공간이 주구단위의 필요에 맞도록 계획되어야 함

  (공원, 놀이터, 학교, 운동장, 광장 등 10% 이상)

공공건축용지
▪ 주거 권역과 일치하는 서비스권을 갖는 학교, 도서관, 커뮤니티센터(동네회관), 교

회 등의 시설이 근린주구 중심점이나 공공광장을 중심으로 적절하게 한군데 집중

상업지구계획

▪ 주구 내의 주택지와 연계되는 소매상점을 가지는 충분한 수의 상업지구(1~2개 이상

의 상업지구, 4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 근린주구의 상업지구와 연결되는 주구단위 

외곽 교통 결절점에 위치함

주구 내 가로체계

▪ 외곽 간선도로 예상되는 교통량과 균형을 이루며, 내부 가로망은 전체가 단지 내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며(내부도로의 독립, 입구성), 통과교통이 배제되도록 계획함

(방사형. 컬데삭 등)

표 1. 근린주구 단위의 6가지 원칙

실제로 근린주구 이론은 환경결정론적인 측면에서 물리적 요소의 공간

적 배치를 통해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현대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생활공간의 확대, 인구의 팽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 공동체의 파괴 등 경직된 물리적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획일화되고 경직된 주거지 계획에서 탈피하여 

4) 이종화, 주거지 계획 이론의 변화에 따른 국내 생활권 계획의 특성 분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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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페리의 근린주구단위 모델을 이후 미국의 교외주거지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개발지역에 적용되었다는 점과 보다 포괄적인 주거단위 모델 제

안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거지의 중심시설을 중심으로 일정한 공간적 범역을 구획하고, 이를 바람

직한 커뮤니티의 단위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저층주거지도 보다 적

극적으로 바람직한 커뮤니티로 개선하는 노력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다고 볼 수 있다. 

2)� Green� Community� (Sustainable� Community)

‘그린 커뮤니티’란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동참하는 도시생활과 활동

을 하는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경제와 환경이 조

화를 이루는 성장이다.5) 녹색 성장의 개념은 탄소를 저감하고 친환경도시

를 구현하는 토지이용과 공간배치,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설비 등의 녹

색인프라,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절약형 소기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인 녹색생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녹색기술 산업 및 기업, 재활용

과 친환경 분야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적 기업 등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와 이를 위한 교육, 훈련 등을 포괄하는 녹색경제 기반으로 집약할 

수 있다. 

Hugh Barton(2002)6)은 위와 같은 생태적 개념의 근린주구계획의 전

제로서 지역자치권의 확대, 선택과 다양성의 확대, 장소의 특성에 대한 대

응, 연계와 융합, 유연성과 순응성, 사용자의 조절 등 6가지 조건을 제시하

였다. 또한 종래의 근린주구와는 다른 생태적 근린주구의 5가지 영역7)을 

5) 진영효, 도시의 녹색활동을 통한 녹색커뮤니티로 거듭나기, 2011

6) Hugh Barton, 『Sustainable Community』, Earthsc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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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있다. 

구분 계획개념

Township
▪ Local Catchment 영역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큰 영역의 단위(인구 

12,000명 이상)를 의미함.

Local Catchment Area
▪ 지역시설과의 거의 400~800m 이내의 주거지역으로, 보행에 의한 접근

성이 가장 좋은 영역을 말함

Environmental Area
▪ 자동차 교통이 완전히 차단된 지역으로, 환경의 특질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됨

Neighborhood

▪ 특징적인 독자성의 지역으로, Local Catchment Area, Environmental 

Area와 일치된 영역이 될 수 있고, 이들 간의 보행과 자전거 도로로 

접근성이 확보된 지역들의 연계로 형성되는 영역임

Home-Zone

▪ 주거 집단으로 특징되는 영역(가장 작은 단위)으로 독자성과 공유성

이 공존하고, 거리․광장․ 도시블록․ 쿨데삭에 의해 구분될 수 있음, 자

동차교통보다는 보행과 자전거를 이용한 접근이 우선됨.

표 2. 생태적 근린주구 개념

 영성·문화적 요소 생태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창의성과 자아실현

▪정신세계

▪삶과 문화, 자연찬미

▪전체론적 세계관

▪지역화와 생명지역주의

▪퍼머컬쳐

▪야생동물, 생태 다양성, 지구 되

살리기

▪로컬푸드의 생산, 소비, 재순환

▪생태친화 건물, 재생가능 에너

지, 지역 수도 사업

▪생태 마을 내 녹색사업

▪지속가능한 풍요, 자발적 단순

함, 지역경제

▪복지제도의 현대화, 사회구성원 

통합

▪공동체 건설

▪건강한 생활습관

▪학습과 의사소통

표 3. GEN의 그린커뮤니티 구성요소

7) 주거수요분석 및 미래형 주거지 조성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건설교통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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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은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마을이나 지역에서 그

린커뮤니티 운동을 하는 곳을 네트워크화 해왔다. GEN은 그린 커뮤니티

를 만드는 데 있어 마을의 목적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달라지는데 가족이나 

이웃, 조직에서 자신을 위해 지속가능한 생활을 할 때 초점을 둘 수 있는 

것이 앞에서 논의한 세 가지로 보고 있다.

그린커뮤니티도 보다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주거지를 조성하려는 모델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거지의 가로와 외부공간을 보행공간과 녹색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본 연구의 전제가 계획적으로 타당하다는 뒷받침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규범적인 입장에서 친환경 커뮤니티

를 추구한다는 것보다, 주차문제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병행하

여 친환경 커뮤니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용적인 입장에서 접근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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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 저층주거지의� 현재� 문제

1)� 주차문제

서울시 저층주거지의 주차문제의 시작은 1960년의 격자형 주택지가 형

성되는 시점으로 거슬러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저층주거지의 대부

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격자형주택지는 일반적으로 1980년대 이전까지 토

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형성된 단독주택을 기반으로 하여 저밀도의 지역

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후 단독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정비의 필요성과 늘

어나는 주택 수요로 인해 저층주거지 내에서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재건

축이 성행하였다. 이와 함께 아파트를 통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금과 

같이 단독주택 및 다세대 다가구 주택, 아파트가 혼재돼 있는 모습으로 변

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차문제도 함께 발생하였다. 주거지 조성과정에서 주

차면 확보와 관련된 계획 및 제도적 고려가 부족하였고 이후의 단독주택

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 혹은 연립주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높아진 주

거지의 밀도에 대응하는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가용 

보급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거지의 주차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고 노상주차가 성행하면서 저층주거지의 이면도로는 통과차량 및 불

법주차 차량들과 보행자들이 질서 없이 혼재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

다.8) 

2)� 경관

저층주거지 현황을 살펴보면 획일적인 다세대 주택의 반복으로 인해 도

시경관은 물론 장소성이 훼손되고 있다. 기존의 조적조 주택 및 노후 단독

주택과 새로이 신축되는 건물들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8) 신영도 “주차문제를 중심으로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 서울시 25개구 그

린파킹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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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되는 임대용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제각기 계획됨에 따라 지

역 교유의 특성도 사라져가고 있었다. 또한 전신주 및 전선이 보행로에 노

출되어 가로 경관이 악화되었다.

3)� 오픈스페이스� 부재�

대지 안의 공지는 건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또는 도로 경계선과의 

사이에 확보하는 공간을 말하며 공지 확보의 목적은 프라이버시의 확보, 

통풍, 채광, 연소방지, 피난, 주차, 조경, 서비스 야드 등의 기능을 하기 위

함이다. 그런데 소규모로 조성된 필지에 담장을 경계로 측면, 후면의 공지

를 최고한 간격으로 이격함에 따라 공지는 유효한 오픈스페이스라고 하기 

어렵다. 오픈 스페이스의 기능을 살펴본다면, 

- 여가공간의 제공: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인 레크레이션의 장소를 제공

- 도시 환경의 질 개선: 자연을 보호, 보전해 준다.

- 도시개발의 조절: 개발을 유도한다.

- 도시경관의 향상: 시각적 머무름의 장소 또는 미적인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주차공간을 제공하거나 재해방지를 한다. 

- 사회적 교류 증대: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 준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하는 도시주거지내 오픈스페이스가 상실된다

는 것은 거주성과 관련이 된다. 단독주택 지역에서 중요한 오픈스페이스였

던 마당과 뒤뜰 등을 갖춘 다양했던 건축물의 모습은 사라지고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두고 다세대 주택들이 최대 건축면적을 확보하면서 세워져 있

다. 주택과 공공 가로 사이의 오픈스페이스는 거의 없는 설정이고 주호의 

구성에 있어서도 공동의 영역과 개인의 영역을 매개하는 공간도 없다.

4)� 기반시설� 부족

대부분의 저층 밀집주거지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건설이 도로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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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일반주택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차장 조례를 찾아보면,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이 

되는 20호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주차시설의 규모가 세대수 기준으

로 정해져 있으나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주차시설을 확보

토록 한 주차장법의 규정만 적용받게 됨으로써 세대수에 비하여 주차시설

이 크게 부족하다. 이것은 이면도로의 무단불법주차와 이웃 간의 분쟁을 

야기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의 골목길은 일상적인 보행, 어린이의 통학로, 놀이 

공간, 주차, 차량통행 등의 다양한 활동이 보차분리나 별도의 놀이공간에 

대한 확보 없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기존 단독주

택지역은 주거지내 도로가 소폭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차량증가로 인해 

주거지내 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초래함과 동시

에 어린이들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주차로 인한 비상차량의 

접근이 어려워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어린이 놀이터 같은 공

공시설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거주가구수와 차량의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뿐 아니라 주차장, 도로 등의 도시 기반시설과 놀이터, 공원 등의 공공시

설이 함께 증가하지 않아 주민들이 생활의 질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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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저층주거지� 개선사업으로서의� 그린파킹사업

1)� 사업의� 개요

서울시 그린파킹사업은 차량 중심 및 공급위주의 주차정책에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에 만연한 불법주차와 외부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보다 살기 좋은 마

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토

대로 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설계하고 관리해 나가는 주차 정책이다.9) 

사업내용 사업신청시� 지원내용

 담장허물기

▪ 단독 및 다세대 주거지역 주차

난 해소를 위하여 개인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확

보하는 것이다. 2003년부터 시

행

▪ 기준금액 1주택당 

주차1면 조성시 600만원 

주차2면 조성시 750만원

최고 155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

원 

▪ 주차면이 확보안되는 주택은 

200만원 한도내에서 담장허물기 

비용 지원 

▪ 비용 내에서 화단(돌, 식재, 

흙 ) 설치 가능 

생활도로 조성
▪ 담장 허물기를 시행한 해당 골

목길과 골목길 입구, 사업의 시

행한 골목길 간의 연결도로를 

사업범위로 정하고, 해당 골목

에서 담장을 허물 수 있는 가구

수 중 50%이상 참여한 골목에 대

하여 인센티브 측면에서 조성한 

도로. 

▪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

▪ 해당 골목의 이면도로(생활도

로)정비

▪ 도로에 화단, 벤치 설치

▪ CCTV 설치로 불법주차 단속 

표 4. 그린파킹사업과 생활도로 조성에 관한 개요

그린파킹사업은 크게 담장허물기와 이면도로(생활도로)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담장허물기는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개방된 주택의 공지를 활

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노상주차차량을 주택 내로 흡수하여 주거

9) 서울특별시, GreenParking 녹색주차마을 사업시행 매뉴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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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더불어 조경을 조성하여 골목길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담장 허물기는 개별사업과 골목사업으로 구분하는데 

서울시는 녹색주차마을의 사업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인접한 5가구 이상

의 주택을 사업단위로 하는 골목사업 신청을 장려하고 자치구별로 적용기

준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골목의 이면도로(생활도로) 정비와 

CCTV 설치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하고 있다.10)

2)� 사업의� 전개과정과� 현황

주거지 노상불법주차문제를 해소를 위한 정책 중 그린파킹사업과 유사

한 것으로 1997년에 시작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었으나, 담장의 

일부를 허물어 셔터나 가변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주차장 설치에 한정된 

소극적 계획방법을 사용함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담장허물기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원예산을 크게 확대하여 그린파킹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림 5. 서울시 담장허물기 사업 골목단위 현황

10) 신중진 외, 커뮤니티를 고려한 녹색주차마을사업의 계획기법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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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시범지구가 조성된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사업의 지원

금액과 지원내용이 꾸준히 상향조정되었다. 2006년부터는 골목단위 사업

을 우선하여 추진하고자하는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참여

율이 높은 지역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하는 생활도로조성사업 선정기

준을 골목단위 참여율 90%에서 50%로 하향조정 하였다. 이는 개별 주택

사업이 일정지구단위 사업에 비해 그 효과가 작음에 따른 반영내용이다. 

이 밖에도 학교 운동장 개방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담장허물기만으로는 한

계가 있는 지역의 주차장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등의 크고 작은 변

화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주택가 생활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

간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억제를 위한 물리적 시설 설치, 도로구조 변경, 

통행규제 등을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마을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

도로조성사업도 같이 진행된다. 차로 폭은 차량통행에 필요한 최소 폭

(3.0m)만 남기고 나머지 공간은 보행공간으로 활용한다. 가급적 일방통

행으로 설계하되, 주민불편이 큰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 대해서는 양방향이라도 차로 폭을 최소화하여 보행공간을 확

보하는 기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양방향 도로에 차로 폭3.5m이하로 줄이

는 기법은 직선도로로서 시인성이 좋은 경우에 사용하고 차로 폭 축소구

간이 4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1)

서울시에서는 그린파킹사업을 촉진시키고 자치구별 실적을 평가하기 위

해 매년 Green Parking 사업에 대한 자치구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시

상을 하고 우수자치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2008년 Green 

Parking 사업 평가의 경우 두 분야로 나눠서 Green Parking 담장허물기

사업과 생활도로정비(아름다운골목조성 포함)에 대하야 평가를 하고 있

다. 평가방법은 8명의 시민단체 대표(2),조경 및 교통 분야 교수(4), 외부

전문가(1), 공무원(1)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 평가하는 방식으

로 총 3차에 걸쳐 평가를 하고 있다. 1차 평가는 양적평가인 서면평가로 

25의 자치구에서 제출한 평가 자료에 의거하여 항목별 서면평가 형식으로 

11) 김유리, 담장허물기사업이 거주민의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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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구를 선정한다.2차 평가에서는 1차에서 선정된 15개를 대상으로 질

적 평가인 평가위원별로 평가표의 항목별 평가척도에 의거하여 현장평가

를 실시하여 점수를 정한 후 항목별로 합산하고, 배점표에 의한 점수를 부

여한다. 이때 아름다운 골목조성평가도 병행 평가를 한다. 3차 종합평가에

서는 1차 서면평가 점수(40%)와 2차 현장평가 점수(60%)합산 후 합동

평가단의 최종심의 후 순위 결정이 이루어진다. 주요평가내용으로는 사업 

추진실적(개별, 골목, 생활도로 등), 사후관리, 추진의지 및 주민호응도, 

홍보 및 특수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수구 시상은 Green Parking 사업 분야의 경우 최우수 1개구, 우수 4

개구, 장려 7개구, 노력 3개구를 선정하며 최우수구의 경우 1개구 각 30

백만원, 우수구의 경우 4개구 각 20백만원, 장려구 7개구 각 10백만원, 

노력 3개구 각 5백만원의 예산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의 아름다운 골목선

정 분야의 경우는 최우수 1개구, 우수 3개구를 선정하며 최우수구의 경우 

1개구 각 10백만원, 우수구의 경우 3개구 각 5백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12)

12) 서울시, 자치구별 주차분야 추진 실적 평가계획,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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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사업 동 수 생성된 주차면 생활형 도로수

종로  120  249 1

중  49  69 6

용산  302  537 2

성동  730  1,228 3

광진  1,326  2,596 28

동대문  479  1,233 24

중랑  655  1,103 10

성북  132  248 0

강북  641  1,160 7

도봉  919  1,830 8

노원  191  375 0

은평  659  1,096 11

서대문  883  1,903 8

마포  426  897 2

양천  718  1,590 14

강서  609  952 2

구로  1,676  3,501 19

금천  524  1,099 9

영등포  1,544  2,691 50

동작  1,035  1,862 54

관악  2,156  3,112 7

서초  377  804 1

강남  414  892 1

송파  698  1,523 24

강동  1,342  2,356 25

합계 21,969동  2,434 면 총 316개소

표 5. 서울시 담장 허물기 사업 현황(200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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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담장 허물기 사업 시행사례(서울시 주차계획과)

그림 7. 생활도로 조성 사례(서울시 주차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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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관련� 선행연구

1)� 그린� 커뮤니티� 관련� 선행연구� 검토�

진영효(2011)13)의 연구에서는 도시형 그린커뮤니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대표적인 도시형 커뮤니티를 형성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녹

색활동 영역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성균14)(2011)의 연구에서는 GEN의 그린커뮤니티 사례를 조사하며 

그린커뮤니티의 의미에서 첫째로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이해, 둘째로는 공간

과 장소에 대한 명확한 미션과 목표가 존재한다고 정리했다. 

하창호(2012)15) 의 논문에서는 노후저층 주거지 내 공지의 텃밭활용

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전주시 노송마을을 대상으로 총체적 근린재생을 위

한 노후주거지 내 텃밭들의 역할을 모색했다.

2)� 담장허물기� 사업� 관련� 선행연구� 검토�

 담장허물기사업은 대구시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사업이므로 

정원철(2001)은 최초로 대구시 담장허물기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주

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가꾸기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후 관련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나 2004년에 서울시에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담장허물기를 도입하면서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

다. 

13) 진영효,『도시의 녹색활동을 통한 녹색커뮤니티로 거듭나기』, 월간 국토, 2011

14) 김성균, 『녹색커뮤니티, 마을 그 이상의 가치를 넘어서』,월간 국토, 2011

15) 하창호(2012) 외, "도시재생을 위한 노후저층주거지 내 텃밭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시 노송동 노후주거지구를 사례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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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세부대상 연구자 연도 연구의 의의

사업 후

환경변화

거주자 의식변화

물리적환경변화

고은정 2007
▪ 담장허물기로 변화된 보행환경과 주거지 내 

커뮤니티 의식의 상관관계를 밝힘

나경욱 2008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인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조사 분석

김유리 2008
▪ 담장허물기 사업후 거주민의 안전의식변화

를 분석. 변화에 영향을 끼친 요소를 분석

물리적 환경변화 전호영 2010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인해 변화하는 도시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변화에 대해 연구

사업의 

성과검토

주차난해소 주기종 2005
▪ 주거지내 주차난 해소정책으로서 그린파킹

사업 연구

커뮤니티형성 신중진 2008

▪ 그린파킹사업에서의 커뮤니티요소를 공간

적, 행태적 측면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계

획기법을 분석

녹지조성 신정림 2009
▪ 주거지내 생활녹도 계획 방안으로서 그린파

킹사업 연구

사업 

활성화

주민참여 영행요인 최정민 2005

▪ 그린파킹사업 시행 초기 주민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물리적 특성 

및 주민의식과 같은 항목으로 분석

사업 만족도 정규진 2008
▪ 그린파킹사업 고객만족 현황과 제고방안 연

구

표 6. 담장허물기 사업 관련 선행연구

나경욱16)의 연구에서는 상도동 용문동, 북가좌동, 마장동, 신림동을 대

상지로 선정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장 부정적으로 조

사되었고 도난사건의 빈도수가 사업시행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결과를 얻

었다. 반면에, 주거환경이 개방적으로 되면서 아이들이 마당과 골목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업 전

보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은정17)의 연구에서도 담장허물

기 사업 후 범죄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결론지

었으며 김유리18)의 연구에서는 비슷한 환경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지

역과 설문조사를 해서 비교했을 때, 현관의 가시성, 옥외공간의 가시성으

로 인한 범죄예방효과가 크다고 밝혔으며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요소는 담

16) 나경욱, 담장허물기에 따른 주거환경변화에 대한 거주자의 의식 조사, 2008

17) 고은정, 담정허물기 사업으로 인한 보행환경의 변화가 커뮤니티의식에 미치는 영

향,2006

18) 김유리, 담장허물기 사업이 거주민의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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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거, cctv 설치, 바닥포장재구분설치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결론을 종합시켜 볼 때, 그린파킹 사업 후, 마당에 주차가 돼있는 상황에

서는 옥외공간의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예방효과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도 사업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결과가 제시

되고 있어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근거와 내용을 토대로 그린파

킹사업의 성과를 재검토하고 변화된 환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파악하고

자 한다.

3)� 공용주차장� 관련� 선행연구

오유정19)의 연구에서는 ‘주차장이용 보행권’을 파악하고 평균이용거

리를 산출하여 적정용량에 대한 기준과 적정분배위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공용주차장의 이용 보행거리의 평균값이 200m 내외를 

밝혀내었고 보행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도출하였다. 

하지만 오유정의 연구는 대상지역이 다세대 다가구 지역에 한정된 연구이

고 연구 주제 또한 보행거리에 한정되어 있다. 

김두현20)의 연구에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후의 생활환경 개선여

부에 관한 조사로 불법주차대수의 감소, 노상주차 때와 비교했을 때 이면

도로의 활성화 등 주변 여건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황자운21)의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공용주차장 계획요소 도출하여 

도시설계 과제를 도출했다. 

박석환22)의 연구에서는 저층 일반 주거지 내 공용주차장의 설치대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공용주차장을 공급한다고 가정할 때, 계획적인 차

원에서의 요소들을 검토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세대 다가구 지역 외

에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모두 설문조사를 진행해 일반 저층 주거지 주

19) 오유정, 적정 이용거리 내 주거지 공용주차장의 용량 결정 연구, 2003

20) 김두현'주택가내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전 사후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시 광

진구를 중심으로', 2003

21) 황자운, 일반주거지 공용주차장과 도시설계과제- 서울시 일반주거지 공용주차장을 

중심으로, 2010

22) 박석환, 저층 일반 주거지 공용주차장 설치 대안 연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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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의견을 파악해, 공용주차장 건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

를 알아보고, 그 요소에서  보행거리 이외 비용 등의 측면도 다룬다는 점

에서 선행연구와 연구와는 차이점이 있다.  



제 3 장. 대상 지역      

3.1� 대상지�개요

3.2� 대상지의�특성

3.3� 대상지역의�외부�공간�유형과�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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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상 지역

3.1� 대상지� 개요

1)� 대상지� 선정기준과� 개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그린파킹사업담당 공무원 문의와 제공한 자료를 

통해 대표 사업구를 선정하였고 최종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각 구

의 사업지를 현장답사하고 담당 공무원의 추천을 받았다. 최종 선정된 대

상지 중 두 지역은 일반적인 저층주거지로 단독주택과 4층 이하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저층주거지의 모습을 갖고 있고 

나머지 두 개 지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다. 

이렇게 도시의 저층주거지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지역을 모두 살펴볼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예상되는 차이점으로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지

역은 마당의 이용과 주차문제에 관해서 거주자들끼리의 의견 차이로 의견 

반영이 힘들어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한 참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

민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인터뷰가 필요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단독주택 

밀집지는 개인 의견의 반영이 자유로워 외부 공간 이용에 관한 욕구를 파

악하기 쉬울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림 8. 대상지 위치 선정



- 28 -

(1) 다세대주택 밀집지1-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개봉로11길 38일대

구로구는 2003년 녹색주차마을 사업 이후 꾸준히 사업을 시행하고 있

으며 현재 2004년부터 생활도로를 조성하여 2011까지 현재 총 19곳이 

완성되어 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그린파킹 사업을 시작한 2004년에 

모범구를 수상한데 이어 2011년까지 우수구, 최우수구를 연속 수상하여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사례지를 밀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생활도로

가 조성된 곳 중 구청 담당직원의 추천을 받아 우수사례지역을 선정하였

다.

그림 9. 구로구 생활도로 조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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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설치년 주   소 도로폭(m) 대상지 특징 설치내역

1 2011
구로5동 

은행나무 2,3길
4.5

2층이하

다가구 주택

경계석정비,화단,미끄럼방지포

장

전주미관정비

2 “
개봉1동

양송이 4길
3 “ “

3 “
고척2동

고척로 33길
3.5 “ “

4 “
고척1동

경인로47나길
3.5 “

점토벽돌 디자인포장, 노후벽면

미관개선(드라이비트 시공)

5 2010
개봉3동

느티나무 6,7길
4~6 “

경계석정비,화단,전주미관정비

도로칼라링

6 “
구로5동

늘푸른1,3,4길
6~8 “ “

7 “ 오류2동 응골1길 3~4 “ CCTV설치

8 “ 궁동 반도주택 3.5 연립주택
점토벽돌 디자인포장, 노후벽면

미관개선(드라이비트 시공)

9 2009
구로2동 466번지 

일대
6

2층이하

다가구주택

경계석정비,화단,전주미관정비

도로칼라링

10 “
개봉3동

350번지 일대
6~8 “ “

11 “
개봉3동

360번지 일대
3~6 “ “

12 2008 고척동 241 3~6 “
보·차도 분리,S자형 도로조성

가로수 식재, CCTV설치

13 “
개봉동 

303~308
3~6 “ “

14 2006 구로본동 466 3.6~6 “ 경계석정비,전주미관정비

15 “ 고척2동 261~262 3.7~5 “ “

16 “
고척2동 253

세곡초교 후문
4 “ “

17 “ 고척2동 251~252 3~5 “ “

18 “
고척2동 241 

삼덕마을
5.5 “ “

19 “ 개봉2동 198 3.5 “ “

표 7. 구로구 생활도로 연도별 조성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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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세대주택 밀집지2-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백제고분로 48길 29일대

송파구는 2004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였고, 구로구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행한 이후로 그린파킹사업 우수구, 최우수구에 연속 수상하고 있

는 우수 사업지이다. 현재 총 24개의 생활도로가 형성돼 있고 적극적인 

골목단위 참여와 다양한 바닥 재료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그림 10. 송파구 생활도로 조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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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년도
상  세  주  소 도로폭

대상지 

특징
계획 특징

2011

오금동 82~83번지(중대로34길)

6m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공존

야간보행안전표시등설치,

보․차도 물리적 구분, 

보도설치,

벽화 그리기, 주차장입구 

노면표시, 화단 및 자전거 

거치대 설치

오금동 53~56번지(동남로23가~나길)

석촌동 171~172번지(백제고분로39길)

2010

오금동 55～57번지(동남로23가길)

6m오금동 70～71번지(마천로18길)

송파동 49～50번지(백제고분로45길)

2009

방이동 141~142번지(백제고분로48길)

6m
보․차도 물리적 구분, 

보도설치
오금동 57~58번지(마천로16가길)

오금동 75~76번지(성내천로)

2008

방이동 145～148번지(오금로19길) 6m

보․차도 물리적 구분,

화단조성 등
삼전동 41～42번지(백제고분로22길) 6m

삼전동 64～71번지(백제고분로28길) 5m

2007

송파동 52～53번지(백제고분로45길)

6m

S자형 도로선형 변경,

보․차도 물리적 구분,

화단조성 등

송파동 100～101번지(송이로6길)

석촌동293～294번지(백제고분로40길)

2006

방이동 102～103번지(올림픽로32길) 6m

보·차도 분리, 

CCTV설치,

일방통행 시행 등

송파동 45～46번지(백제고분로45길) 5.3m

송파동 53～54번지(백제고분로45길) 5.6m

가락동 144～145번지(송이로23길) 6m

2005

송파동 86～87번지(송파대로42길) 6m
보·차도 분리,

일방통행 시행 등방이동149～159번지(백제고분로50길) 10m

2004

송파동 48-19~58-18번지(백제고분로45길)

6m 보·차도 분리 등송파동 51-10~59-11번지(오금로18길)

송파동7-5~18-4번지(백제고분로41길)

계 24개소

표 8. 송파구 생활도로 연도별 조성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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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설치년 주   소 도로폭(m) 대상지 특징 설치내역

1 200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개화동로 11길 
4.5

2층이하

단독주택
개별마당이 넓고 도로가 넓음.

2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개화 4길 
3 “

구에서 사업신청 주택입구에 

아치를 설치

계 2개소

표 9. 강서구 생활도로 연도별 조성개요

(3) 단독주택 밀집지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개화동로11길 일대

    단독주택 밀집지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개화4길 일대

강서구의 현재까지 생활도로 사업지는 2개소이다. 단독주택밀집지역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며 개별필지가 넓고 마당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강

서구는 우수 사업지로 선정된 사례는 없었으나 단독주택지역에서의 사업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림 11. 강서구 생활도로 조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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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지역의� 특성�

1)� 다세대주택� 밀집지� 1� -�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개봉로11길� 38일대

폭이 약 8m , 길이 약 200m의 생활도로가 형성돼 있고, 2006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현재도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다. 대상지선정은 담당 

공무원 추천으로 선정했으며 도로진입부에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어 차량

과 사람들의 진출입이 빈번한 곳이다. 주변의 주요시설로는 개봉초등학교

가 있다. 사업에 참여한 건물은 13채로 사업 후 27면의 주차면이 추가되

었다. 

대상지 인근에 개봉시장이 위치해 있어서 지역 중심 생활권에 인접해 사

람들과 차량의 왕래가 잦은 지역 성격을 띠고 있다. 차량의 왕래로부터 안

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보차혼용 8m의 도로에 차도와 인도를 구

분하여 계획하였다. 도로 선형은 s자형 곡선으로 계획하여 차량 통행속도

를 조절하고자 했다. 

특히 기존의 양방 통행 방식을 유지하되 차도를 4m로 줄이고 중간에 양

보차로를 계획하여 통과차량이 빗겨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거주자의 안

전을 고려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보도는 차도와 거의 단차이가 없다. 

그림 12. 개봉3동 대상지 위치



- 34 -

그림 13. 개봉3동 그린파킹 사업지

2)� 다세대주택� 밀집지� 2�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백제고분로� 48길� 29일대

폭이 약 6m , 길이 약 200m의 생활도로가 조성돼 있으며, 2006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2층 이하의 단독주택에서 4층 이상의 다세대주택으로

의 변경이 활발한 지역으로 식재의 활용이 적극적이며 다양한 바닥 재료

를 활용했다. 방이시장과 접해있으며 주변의 주요시설로는 백제고분군 등

이 있다. 대상지가 방이시장과 접해있으며 소공원과도 가깝다. 2011년 1

년 동안 사이트 내에서 2채가 4층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였다. 사업에 참

여한 건물은 19채로 사업 후 42면의 주차면이 추가되었다.

그림 14. 방이동 대상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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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방이동 그린파킹 사업지

3)� 단독주택� 밀집지� 1�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개화동로� 11길� 일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100평의 

땅을 20평씩 내놔서 도로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도로(도로폭 8m)가 상대

적으로 넓다. 주변에 지하철9호선 개화역 위치해 있어서 대중교통이용이 

용이하다.

그림 16. 개화동 대상지 위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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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개화동 그린파킹 사업지 1

4)� 단독주택� 밀집지� 2�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개화4길� 일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있다. 주변에 상

업시설이 거의 없다. 사업에 참여한 건물은 23채이고 대략 50면의 주차면 

생성되었다. 대부분 개별필지 264㎡(80평) 중 마당이 132㎡(40평)으로 

구성돼있어  개별필지와 마당이 모두 넓은 편이다.

그림 18. 개화동 대상지 위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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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개화동 그린파킹 사업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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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지역의� 외부� 공간� 유형과� 이용� 현황

1)� 다세대주택� 밀집지� 1� -�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개봉로11길� 38일대

구로구 개봉동 대상지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단독주택, 층수와 면적이 

다양한 주택들이 다양하게 위치해있었다. 골목의 진입부 건물은 상가를 겸

하고 있어서 골목에 차량 통행이 잦아서 마당 휴식공간은 찾기 어려웠다.

유형 1

도 면

내 용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인 유형1은 앞마당이 넓은 편이나 주차를 제외한 다른 용도를 찾

아볼 수 없다. 

표 10. 다세대주택 밀집지 1 -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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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도 면

내 용

유형2의 경우는 건물의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주택거주

자가 가꾸는 과실수가 2-4그루 정도이다. 마당에 햇빛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주로 키가 큰 

과실수를 심는다.

표 11. 다세대주택 밀집지 1 - 유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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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도 면

내 용

  유형3은 주차수요가 많은 주택으로 옆 건물과의 합의하에 사잇공간을 활용해 주차면을 

만든 경우다. 건물의 전면부분과 사잇부분에 모두 주차공간을 사용하고 작은 식재공간이 

있다. 

표 12. 다세대주택 밀집지 1 - 유형3

대상지의 13채의 외부공간 약 1250㎡중

텃밭 등 녹지 12.6%-157.5㎡, 주차 공간 31%-387.5㎡, 페이빙 

56.4%-705㎡으로 친환경적 전환 가능 면적387.5~109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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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세대주택� 밀집지� 2�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백제고분로� 48길� 29

송파동 대상지는 모든 사업지가 식재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당

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주택과 접해있는 도로에 

차량 통행이 잦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유형 1

도 면

내 용

 송파구 방이동 대상지는 유형1과 같은 형태를 가진 주택들이 대부분이다. 주차면을 두 개 

마련해 주차면사이에 주차면과 평행한 녹지공간을 만들었다. 녹지공간은 주로 과실수를 키

우고 있었다. 

표 13. 다세대주택 밀집지 2 -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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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도 면

내 용

유형1과 유형2는 모두 2개의 주차면을 가지고 있지만 유형2의 경우는 주차두개를 붙여 한쪽

에 식재공간을 넓게 조성했다. 식재공간은 과실수나 상추, 고추 등을 키우는 텃밭으로 사용

한다.

표 14. 다세대주택 밀집지 2 - 유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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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도 면

내 용
 유형3은 주택의 사잇 공간을 쓰레기처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앞마당이 좁기 때문

에 식재공간이 작다. 

표 15. 다세대주택 밀집지 2 - 유형3

대상지의 19채의 외부공간 약 1952㎡중

텃밭등 녹지 15.2%-297㎡, 주차 22.3%-435㎡, 페이빙 50.6%-988

㎡, 기타 7.2%-140㎡로 친환경적 용도로 전환가능면적은 435~142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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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독주택� 밀집지� �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개화동로11길,� 개화4길� 일대

강서구 대상지는 처음 계획됐을 때, 대상지의 크기와 건물의 크기가 일

정하게 했기 때문에 건물의 면적과 외부공간의 면적이 모두 같아 두 대상

지의 유형을 함께 정리했다.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주차면의 개수와 식재

공간의 배치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전체적으

로 강서구대상지는 전체 면적에 비해서 다세대 다가구 대상지에 비해서 

녹지면적이 넓었으며 마당공간을 주차 외에도 고추말리기, 휴식 및 모임의 

장소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형 1

도 면

내 용
유형1과 같이 주차면이 주택과 나란히 배치되며 양옆으로 녹지가 배치되는 경우가 제일 많

았다. ( 필지- 263.7㎡, 집- 99.5㎡, 녹지- 54㎡, 주차- 23㎡, 페이빙- 84.2㎡,기타-3 ㎡)

표 16. 단독주택 밀집지 1 -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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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도 면

내 용

유형2와 같은 경우는 주차면을 필지선을 조금 넘어가게 배치하고 마당공간을 대부분 녹지

로 만들어 녹지공간에 벤치와 야외용 테이블, 평상을 배치해 주민과의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휴식공간으로 이용했다. 

(필지- 264㎡, 집- 96.8㎡,녹지- 86.1㎡, 주차- 22.2㎡, 페이빙-52.9㎡, 기타-6 ㎡)

표 17. 단독주택 밀집지 1 - 유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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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도 면

내 용

유형3과 같이 가건물을 배치해 창고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공간과 식재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체 필지- 259㎡, 집- 119.5㎡, 녹지- 13.8㎡, 주차 –19.1㎡, 페이빙-105㎡, 기타-1.6㎡)

표 18. 단독주택 밀집지 1 - 유형3

대상지의 34채의 외부공간 약 5335㎡중  

텃밭등 녹지 32%-1707㎡ ,주차 14%-747㎡, 페이빙 53%-2827㎡, 

기타 2%-107㎡ 로 친환경적 용도로 전환가능면적은 747~3574㎡이다.



제 4 장. 사업 후 현황에 대한 평가와 

친환경적 모델로의 전환에 대한 선호도조사 

4.1� 설문�및� 선호도�조사

4.2� 조사�결과�및� 분석

4.3� 설문결과�및� 선호도

4.4�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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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업 후 현황에 대한 평가와 친환경적

모델로의 전환에 대한 선호도조사

4.1� 설문� 및� 선호도� 조사�

1)� 설문목적과� 내용�

설문의 목적은 대상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린 파킹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공용주차장으로의 대체에 대한 선호도

와 이용특성을 알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마당의 주차를 공

동주차장으로 해결했다는 전제하에 마당의 용도를 텃밭이나 정원과 같은 

친환경적인 용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그린파킹 사업 후 변화한 환경에 대한 전반적 평가

그림 20. 그린파킹사업을 통한 담장허물기

전반적 평가에 대한 질문으로 우선 사업에 참여 여부와 참여내용을 물어

보았다. 그리고 사업의 전후의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물리적, 심미적, 사회

적, 프라이버시/안전의 큰 제목으로 구성된 사항에 대하여 5단계 리커드 

척도  1. 매우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답하도록 설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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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측면: 주차문제의 해결여부, 마당의 활용도의 증가, 마당의 먼

지나 쓰레기의 증가, 집안의 일조량 증가에 대한 사항

◾ 심미적 측면: 사업을 한 집을 밖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안에서 밖을 

보았을 때 아름다운지에 대한 측면과 생활형 도로 조성 후 골목이 아름다

워졌는지에 대한 사항

◾ 사회적 측면: 골목에서 주민들과의 교류가 더 많아졌는지에 대한 사

항, 사업 후 주차문제로 이웃과 마찰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사항과 골목

에서 아이들이 더 많이 놀게 되었는지 에 대한 사항

◾ 프라이버시/안전측면: 밖에서 다른 집 내부가 들여다보인다거나, 다

른 사람이 우리 집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불편하지 않은지에 대한 사항과 

사업 후 골목이 안전해졌는지, 도난사고가 많지 않은지, 담장이 없어 불안

한 느낌이 드는지에 대항 사항

이 질문들을 통하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업 후의 동네 환경 변화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한다.

(2) 공동주차장 이용에 관한 의사여부

그림 21. 공용주차장을 통한 주차문제 해결

살고 있는 동네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문하였다. 

◾ 공용주차장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 설치될 경우 이용여부와 불이용 이유

◾ 적정이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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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이용 거리 

 

(3) 친환경적 용도 전환에 대한 의사 여부

그림 22. 그린커뮤니티로의 전환

마지막으로 현재 마당의 주차장을 제외한 다른 쓰임새 및 친환경 용도로

의 전환 의사에 대해 설문하였다. 

◾ 현재 마당의 주차장외 다른 쓰임새

◾ 공동주차장 제공시 마당의 정원 또는 텃밭으로 이용할 의향

◾ 공동주차장 전환에 대한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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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사� 결과� 및� 분석

1)� 설문대상자� 선정과� 설문� 방법

 설문은 본 연구의 대상지인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송파구 방이동, 강

서구 개화동 2개소 주변에서 2012년 9월 7일~9월 25일, 2012년 11월 

5~11월 10일 동안 실시하였다. 설문의 대상자는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주민들로 사업 참여자 또는 사업을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으

로 한정하였다. 총 89부의 설문을 일대일 면접형식으로 실시했으며 설문

지와 더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대상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임의로 선정해 심층인터뷰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2)� 설문� 확정과� 평가항목의� 확정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은 동일한 개념을 독립된 측정 방법으

로 측정한 경우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신뢰도는 측정도구의 정확성이나 정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의존가능

성, 안전성, 일치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정확성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신뢰도계수의 하나는 크론바하의 알파이다. 알

파는 테스트의 내적 일관성, 즉 테스트 문항이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한 테스트 내에서 

변수들 간의 평균 상관관계에 근거한 것이다. 한 척도상의 변수들은 동일

한 개념을 갖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고 가정한다. 만일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면 이들 변수들은 

선택할 이유가 없다. 일반적으로 알파는 상관계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

에 그 범위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다. 음(-)의 값을 갖는 알파는 양

(+)의 상관관계가 아니므로 신뢰도 모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

우는 신뢰도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23)

23) 김주환, 거주자 만족도 분석을 통한 스틸하우스 개선방향에 관한연구, 2005(재정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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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사업참여여부 78.14 100.717 -.627 .677

사업참여내용- 담장허물기 78.91 91.210 .366 .641

사업참여내용-새 주차면만들기 78.82 89.622 .564 .634

사업참여내용-화단 78.97 89.872 .505 .635

사업참여내용-기타 79.33 93.672 .165 .650

사업유지여부 78.61 88.769 .410 .634

변경계획 78.02 94.574 -.023 .660

물-주차해결 75.73 84.545 .792 .613

물-용도다양 77.15 81.231 .521 .611

물-먼지증가 77.20 77.176 .589 .598

물-일조량증가 77.17 76.304 .753 .585

심-집밖아름다워 76.72 74.872 .699 .584

심-밖집아름다워 75.84 88.503 .430 .633

심-골목아름다워 76.51 92.000 .133 .650

사-주민얘기 77.08 98.810 -.261 .677

사-주차 싸움 안해 76.70 90.946 .196 .646

사-애들 놀아 77.19 100.181 -.377 .679

안-보행안전 77.14 98.349 -.384 .669

안-남집 보임 76.67 92.545 .104 .652

표 19. 항목 총계 통계량

작성된 만족도의 평가항목 4개와 심리 및 행태 조사 항목 38개의 신뢰

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9>와 같고 각각의 항목 전체의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결과는 다음과 같다.

◾ 평가항목의 신뢰도계수(Alpha)=0.653(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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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리집 보임 77.03 79.665 .664 .600

안-도난사고증가 77.81 82.709 .570 .613

안-불안한 느낌 77.22 83.643 .464 .620

공용주차장찬반 77.61 99.987 -.303 .683

공용주차장이용여부 77.63 97.111 -.189 .667

공용주차장이용이유 78.86 88.740 .323 .637

공용주차장비용지불여부 77.88 96.731 -.210 .663

공용주차장비용 77.31 93.548 -.049 .682

공용주차장적정거리 77.82 94.127 .027 .655

주차외 마당 쓰임 77.43 91.811 .051 .661

주차공간의 다른 쓰임 76.99 81.345 .644 .606

텃밭이용의향 78.07 87.834 .453 .630

성별 77.78 97.872 -.343 .667

나이 74.02 95.540 -.089 .673

월수입 76.91 100.750 -.336 .686

주기적 운동 여부 78.17 92.166 .243 .645

운동종류 78.30 96.578 -.166 .664

텃밭 가꿀 용의 78.14 93.338 .150 .650

주택거주기간 76.68 91.116 .081 .658

주택유형 77.93 99.582 -.489 .673

주택본인소유여부 78.14 94.188 .057 .653

3)� 자료의� 처리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18.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본 연구에 사용된 주된 통계방법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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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분석(reliability)

◾ 빈도분석(frequency)

◾ 상관분석(correlation)

1단계 : 설문문항이 동질적인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 담장허물기 사업을 시행한 혹은 시행을 주변에서 지켜본 거주민

들의 일반적 특성사항 등을 분석하고자 빈도분석 등의 단순통계를 실시하

였다.

3단계 : 거주자의 담장허물기 사업 후 변화된 심리 및 행태 조사와 공용

주차장에 대한 의견, 마당의 친환경적 이용의사의 조사를 위하여 빈도분석

과 상관분석 등의 단순통계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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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설문결과� 및� 선호도�

1)� 그린파킹� 사업� 후� 환경에� 대한� 만족도�

그림 23. 그린파킹 사업 참여여부

거주지가 단독주택이냐 다세대주택이냐에 따라 사업 참여여부와 참여 

내용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지어진 다세대주택의 경우 대

부분 담과 마당공간이 없는 필로티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를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사업 참여내용에서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 대

부분 담장허물기와 주차면 만들기를 신청한 반면, 마당에 여유 공간이 많

은 단독주택지역은 대부분 담장허물기와 주차면 만들기와 더불어 화단조

성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항목은 사업 후 변화된 환경에 대한 의견을 1. 매우 아니다, 2. 아니

다, 3. 변함없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문한 결

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대체적으로 주차문제의 해결과 심미적 측면

에서 사업 후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측면과 프라이버시/

안전 측면은 사업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그린파킹 사업 후에도 저

층 주거지의 커뮤니티의식의 부재/범죄와 차량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과 

같은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4><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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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2 2.5 3 3.5 4 4.5 5

물리적-주차문제가 해결됐다.
물리적-마당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게 되었다.

물리적- 마당의 먼지나 쓰레기가 증가했다.
물리적- 집에 햇빛이 더 잘 들어온다.

심미적- 집에서 밖을 봤을때, 보기가 좋다.
심미적- 밖에서 집을 봤을때, 집이 보기가 좋다.

심미적- 골목이 보기가 좋다.

그림 24 . 사업 후 환경변화에 대한 물리적 심미적 측면 의견

1 1.5 2 2.5 3 3.5 4 4.5 5

사회적- 골목에서 주민들과 많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사회적- 주차문제때문에 주민들과 싸우지 않게 되었다.

사회적- 골목에서 아이들과 많이 놀게 되었다.

프라이버시/안전- 동네를 걸어다닐때 안전해진 것같다.

프라이버시/안전- 다른집 내부가 들여다보여 민망하다.

프라이버시/안전- 집안이 밖에서 너무 들여다 보이는것같다

프라이버시/안전- 도난사고가 늘어났다.

프라이버시/안전- 불안한 느낌이 든다.

그림 25 .사업후 환경변화에 대한 사회적 프라이버시/안전 측면 의견

다음 <표 20>은 사업의 참여 여부와 프라이버시/안전 측면의 항목간의 

상관분석의 결과이다. 상관분석 결과, 사업 참여여부와 프라이버시/안전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프라이버시/안전 측면에 대해서 많은 우

려를 표시하고 있고, 심층 인터뷰 결과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취약할 것이

라는 예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

한 사람들의 답변으로 볼 때,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은 아니지만 더 안 좋

아진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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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여부
프라이버시/안

전-남집보임

프라이버시/안

전-우리집보임

프라이버시/안전

-도난사고증가

프라이버시/안

전-불안한느낌

사업참여여부

Pearson 

상관계수
1 .280** -.458** -.318** -.141

유의확률 

(양쪽)
.008 .000 .003 .190

N 88 88 88 88 88

프라이버시/안전

-남집보임

Pearson 

상관계수
.280** 1 .309** .043 .122

유의확률 

(양쪽)
.008 .003 .688 .258

N 88 88 88 88 88

1 .074.309** .439**-.458**

프라이버시/안전

-우리집보임

Pearson 

상관계수

.000 .494
유의확률 

(양쪽)
.003 .000

N 88 88 88 88 88

프라이버시/안전

-도난사고증가

Pearson 

상관계수
-.318** .043 .439** 1 .566**

유의확률 

(양쪽)
.003 .688 .000 .000

N 88 88 88 88 88

Pearson 

상관계수
-.141 .122 .074 .566** 1

프라이버시/안전

-불안한 느낌

유의확률 

(양쪽)
.190 .258 .494 .000

N 88 88 88 88 88

표 20. 사업참여 여부와 안전항목의 상관분석

다음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그린파킹 사업은 본래 그 목적이 저층주거

지의 주차문제 해결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층주거지의 다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측

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향상된 새로운 저층 주거지로 전환해 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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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주차장� 사용에� 대한� 의견

그림 26. 공용주차장 사용에 대한 주민 의견

◾ 공용주차장 설치여부와 그 이유

 공용주차장 설치에 관해서는 다세대 다가구지역과 단독주택지역에 상

관없이 100%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결과에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주차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용여부에 관해서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지역 주민들은 90%이상이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반

해, 단독주택지역의 주민들은 전원 이용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현장조사

를 했을 때, 다세대 다가구 지역은 마당의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전환했음

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다세대주택은 필로티주차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공간이 주차수요를 충

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용주차장과 같은 실질적

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 공용주차장 이용에 따른 적정 (월)비용

 이런 차이는 비용에서도 드러난다. 다세대 다가구 지역 거주자의 경우,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응답한 사람은 무료를 원했으며 가장 많은 비용을 지

불할 의사를 나타낸 응답자의 경우 5만원을 적정 비용이라고 답했다. 이

들을 모두 합해 평균 비용을 산출하면 평균 2.3만원이 적정비용이라고 나

온다. 하지만 단독주택 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하지 않으면 

이용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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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주차장 이용에 따른 적정 거리

 다세대 다가구 지역 거주자의 경우 대부분 5분 이내(400m)거리를 적

정 거리로 생각하는데 비해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만약에 공용주차장을 이

용하게 된다면 3분 이내(200m)를 적정거리라고 대답해 거리에서도 두 

지역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3)� 외부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

그림 27. 친환경적 용도 전환

마당의 주차 외 쓰임새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다세대 다가구 지

역은 50%가 텃밭,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주차 이외에 

쓰임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주택 지역은 100% 모든 주민

들이 주차 외 공간을 텃밭, 정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업 후 마당의 주차를 공용주차장으로 대체할 때, 마당을 텃밭이나 정

원과 같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전환할 의사에 대해서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서는 36%가 찬성의사를 밝혔고, 반대 중에서는 마당의 환경이 허

락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각한다면 약 57%가 긍정적

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서구의 경우는 이미 마당의 정원과 

텃밭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텃밭,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32%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령대의 

평균이 높기 때문에 텃밭 가꾸기에 몸이 힘들다는 의견이 하지만 나머지 

68%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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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종합� 분석�

1)� 그린파킹� 사업� 후� 안전측면�

(1) 범죄에 대한 안전

나경욱24)의 연구에서는 그린파킹 사업 후 프라이버시침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결과,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

람들은 프라이버시/안전측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는 답변이 많았지만,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설문결과 프라이버시/안전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리25)의 논문에서는 현관의 가시성, 옥외공간의 가시성으로 인한 

범죄예방효과가 크다고 밝혔으며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요소는 담장제거, 

cctv 설치, 바닥포장재구분설치라고 말했다. 김유리의 논문을 참고한다면 

마다에 주차가 돼있는 상황에서는 옥외공간의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

문에 담장이 허물어졌다고 해도 범죄예방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저층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당을 비워 가시

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차량에 대한 안전

나경욱26)의 연구에서는 사업 후 사회적 측면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지

만 본 설문조사결과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업 전과 달라지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담장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교류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

라고 예측했지만 오히려 골목의 차량 통과공간이 마당까지 연장돼 차량으

로부터의 안전과 사회적 측면에서 역효과가 발생했다. 

24) 나경욱, 담장허물기에 따른 주거환경변화에 대한 거주자의 의식 조사 , 2008

25) 김유리, 담장허물기 사업이 거주민의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2008

26) 나경욱, 담장허물기에 따른 주거환경변화에 대한 거주자의 의식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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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차량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담을 만드는 경우

 송파구 방이동 대상지의 경우, 대상 골목 내에서 2개의 집은 담장허물

기 사업을 실시했지만 아이들의 놀이공간인 마당이 차가 드나들며 위험해

지면서 철제 미닫이 담을 다시 세웠다. 차량의 억제를 통해서 안전한 보행

공간을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측면도 향상될 것이다. 

2)� 공용주차장의� 적정거리와� 적정비용

(1) 적정 거리

오유정27)의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론은 최대용인 보행거리

평균값은 200m(성인 보행속도 75m/분임을 고려하면 3분 거리) 최대 허

용값은 350m로 보행거리에 상업시설 있을 경우 보행거리가 늘어난다고 

밝혔고 박석환28)의 연구는 설문조사결과 적정 보행거리를 적정거리 

99.75m 최대거리 평균값 241.07m라고 밝혔다. 개봉동과 방이동을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와 비교했을 때, 오유정의 연구와는 두배, 박석환의 연구

와는 4배 정도 거리 차이가 있다. 이는 개봉동, 방이동이 거리 끝에 상업

시설이 위치하고 또 보행환경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는 추측할 수 있다. 

(2) 적정 비용 

27) 오유정, 적정이용거리 내 주거지 공용주차장의 용량 결정 연구, 2003

28) 박석환, 저층 일반 주거지 공용주차장 설치 대안 연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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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관한 부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용주차장의 비용은 월 3만5천

원에서 5만원대이다.(2003년 기준인 것 고려) 개봉동은 평균 2.3만원이

라면 기꺼이 지불하고 이용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1만2천원~ 2만7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박석환의 설문조사

에서 나온 평균 2.46만원과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3)� 공용주차장의� 이용을� 통한� 마당의� 용도� 전환

(1) 단독주택지

단독주택의 경우, 자가 소유 차량의 주차공간은 부족하지만 외부인을 위

해 공용주차장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여부에 대해

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장기

적인 설계 기법이 필요하다.  

(2) 활성화 방안 

◾ 경관 협정

마당활용형의 텃밭은 대부분 사유지로써 공적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가로와 인접하여 개방적 공간에 위치한 텃밭의 경우 마을경관측면

과 연계하여 공공의 영역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에서는 

토양개량 지원이나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

공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마을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나아가 주민들 

간의 경관협정을 유도하여 통일적이면서 개성 있는 마을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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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경관 협정을 통한 유도

◾ 경제적인 활용 방안모색

텃밭의 기능강화는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인 활용방안일 수 있다. 일반적

인 텃밭경작의 경우 식재료의 자가 소비량을 확보를 위한 것이다. 식재료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주민경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저층주

거지 경제적 재생을 효과를 위해 대규모 생산과 판매경로 확보 필요하다.

‘일본 시민농원’의 경우 자가 소비량을 초과하는 생산물을 판매소에

서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판매경로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마을

기업과의 연계는 좋은 대안이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공동을 투자 운

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다시 마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형태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야채가게에서 생산물을 판매하거나 반찬가게, 식당 등을 운

영하는 마을기업의 식자재공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노인취업자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설문 결과에서, 나이와 주기적인 운동여부, 텃밭을 가꿀 용의에 관해서 

물은 문항으로 상관분석을 한 결과 나이와 주기적인 운동, 텃밭을 가꿀 용

의에 대해서 답한 두 문항이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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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연령별 구성

그림 31. 연령대에 따른 텃밭이용용의와 주기적운동 여부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주기적인 운동패턴을 가지고 텃밭을 가꿀 

용의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텃밭의 경제적인 활용방안이 확보된다면 마당

의 주차공간을 텃밭으로 전환해 도시농업으로 노인취업자의 사회적 일자

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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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예

일본의 세타가와구는 역점사업으로서 자기집 앞 정원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300㎡이상의 넓은 정원의 소유자들은 365일 

계약하여 개방하고 있으며 이는‘도시녹지법’에 의해 운영하며 집주인에

게는 도시계획세제 관련 면세 혜택 부여 하고 있다.  공공시설은 기능적인 

부분을 강조하는데 비해, 작은 일반 주택들은 공공시설이 가질 수 없는 살

던 사람의 기억이 반영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소유주와 주민들이 한 공

간에 있으면서 커뮤니티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32. 세타가와구 정원 개방안내서



제 5 장.  결 론  

� 5.1� 연구의�요약�및� 결론

5.2� 연구의�의의와�한계



- 67 -

제5장. 결 론

5.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저층 주거지를 '그린커뮤니티'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찾아보는 연구로 대상지 답사를 통해 공간의 쓰임과 전환 가능성에 대

해서 분석하고 공용주차장이라는 해결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와 공용주

차장의 제공 전제시 마당의 친환경적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내용을 살

펴보았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층주거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인 그린파킹 사업지를 답사와 

담당 공무원의 추천을 통해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두 개소 (구로구 

개봉3동 개봉로11길 38일대,  송파구 방이동 백제고분로 48길 29일대 )

와 단독주택 밀집지역 2개소(강서구 개화동 개화동로11길 일대, 강서구 

개화동 개화4길 일대 )를 선정하였다. 답사를 통해 대상지의 외부공간의 

쓰임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마당이 좁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마당

공간을 주차공간으로만 주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주차면 외에 식

재공간이나 휴식공간은 찾기 어려웠으며 작은 식재공간을 만들어 텃밭이

나 나무를 심은 곳도 볼 수 있었지만 주변건축물과의 이격거리가 짧기 때

문에 텃밭으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공간이 많았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마당 이용 현황은 전체 외부면적에서 녹지의 면적이 약 12%

였으며 주차가 약 30%, 보행통로로 주로 이용되는 공간이 56%였다. 단

독주택 밀집지역의 경우는 도로와 마당이 넓기 때문에 마당을 주차공간 

외에도 다양하게 쓰고 있고 식재공간의 비율도 높은 것을 확인했다. 단독

주택은 전체 외부면적대비 녹지로 이용되는 면적이 약 32%, 주차가 

14%, 보행통로등 기타 공간 53%였다.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린파킹 사업

후 변화된 환경에 대한 만족도, 공용주차장 사용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외부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 세부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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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면접형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집된 자료는 PASW프로

그램을 통해서 신뢰도 분석과 빈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그린파킹 사업후 변화된 환경에 대한 만족도

 사업참여 사항에 대해서는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의 경우 담장허물기

만 신청,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담장허물기와 더불어 화단조성도 함께 신

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후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는 주차해결과 심미

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회적측면과 프라이버시/안전측면에서

는 달라진 것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2)공용주차장 사용에 대한 의견

공용주차장 설치에 관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100%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세대 다가구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단

독주택지역에서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세대 다가구 지

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공용주차장이용의 적정금액은 평균 2.3만원이며 

적정거리는 5분거리(400m)이고 단독주택 주민들이 생각하는 적정금액

은 무료이며 적정거리는 3분이내(200m)이다. 

(3)외부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

현재 마당의 쓰임새는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은 주차용도로 주로 사용

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주차외에 텃밭과 정원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

었다. 친환경적인 공간으로의 전환할 의사에 대해서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은 최대 57%긍정즉으로, 단독주택밀집지역 주민들은 68%가 긍정

적으로 생각하는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의 설문결과의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저층주거지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새로운 친환경적인 모델

로의 전환에 대해서 다세대 다가구 지역의 경우, 주차 공간이 부족해 대부

분 공용주차장이 건설된다면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것이라고 답을 한 것으

로 보아 실제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에 대한 잠재력이 커서 더 빠른 시간 

안에 주차공간을 옮기고 마당의 남은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가능성

이 높다. 반면에, 단독주택지의 경우, 공용주차장의 이용에 관해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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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설계 기법이 필요하다. 활성화 방

안으로는 마을경관측면과 연계하여 공공영역으로 유도하는 방법과 경제적

으로 활용하는 방법, 마당을 주민들과 공유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

키는 방법 등이 있다. 

5.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저층 주거지의 주차문제를 개선하고 가로 및 주거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공용주차장의 공급을 전제, 친환경적인 커뮤니티에 대한 가능성

에 대한 파악해 보았다는데 하나의 의의를 가진다. 현재 저층주거지의 마

당공간의 쓰임새를 분석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과 단독주택 밀

집지역을 나눠 가능성을 알아보고 두 지역간 차이점을 발견했다. 

그림 33. 다세대주택으로의 변화

 현재 저층주거지의 대부분이 2층 이하의 단독주택에서 4층 이상의 다

세대 주택으로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 송파구 방이동의 대상지의 경우

2011년 1년 동안 2개의 건물 1,2층 단독주택에서 4층 이상 다세대주택

으로 재건축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다세대주택의 경우, <그림 

33>와 같이 마당공간이 없는 필로티 구조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의 소단위 외부공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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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하거나 개별필지 외 지역의 유휴지 활용방안 등 저층 외부공간 친환경

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설계 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가이드 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향수 진행 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림 34. 좁은 공간에 녹지를 활용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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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ibility of Outdoor Space

in Low-rise Residential Area for

Environment-friendly Use

- Focused on Seoul Greenparking Project Area

Youn, Jin-Young

Program in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and verify the

possibilities that could be formed green community at the general

low-rise residential in Seoul.. In order to make the green community,

The street and land of residential should be switch to the

environmental-friendly and pedestrian-centered. In this perspective,

we need to refocus on the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and

'Green Parking Business' by the street and land of parking space.

The formation of green community within a low-rise residential is a

basic prerequisite on public parking space. We want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possibilities that public parking space at the green

parking business in seoul can be converted into eco-friendly space,

garden or planter.

First, we identify the concepts and trends of green community,

analyze the green parking business status as the examples of the

low-rise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for the solu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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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ing problems. Second, We select the sites of green parking

business in seoul, conduct the detail survey of project performance

and spatial usage within land. Third, we observe actually how to use

the external space of low-rise residential and the eco-friendly

potentiality, analyze the utilization and size of garden, the relation of

street and building. Fourth, we survey the residents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since green parking business in seoul. The same time, we

survey the residents preference about eco-friendly usage and

transition of the garden which was used as a existing parking space.

Green parking alternative for solving the parking problem of

low-rise residential places and multifamily housing areas through the

recommendation of the government official in charge of exploring and

houses areas ranked two places where we do business. External

space usage of the site through the exploratory analysis.

Multifamily housing with analysis results, lack of parking space and

a narrow yard space, parking space, mainly writing surface parking

could in addition to the planting area or seating area so intensely

difficult to find. Create small planting space, garden or planting trees

where you could see the distance of surrounding buildings and

garden is short is inappropriate to use the space was. Yard parking

space in addition to a variety of writing and a high proportion of the

planting space if they are wider roads and yard areas of dense

single-family homes.

Learn to think of the people, based on the field survey after Green

parking business to the changing environment for satisfaction, for

finally switching to eco-friendly external space to comment on the

opinion on the use of public parking, create a sub-item interview

formatcollected data, conducted a survey through the PASW program

reliability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1) Green parking business in the changed environment after th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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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articipation for areas of multifamily break down the fence

only applying single-family homes areas with fences break down was

with flowerbeds composition application. To the changing environment

for business after parking solving and aesthetic aspects of the social

aspects of privacy and / difference in terms of safety would not be

positive, but were.

(2) public parking on the use of feedback

Regarding the installation of public parking, willingness to use most

of 100% in all areas that you want to install, but more multifamily

area in the exclusive residential area, would not the doctor said. Free

public parking Multifamily locals think of the proper amount averaged

2.3 million won is the proper distance is 5 minutes' walk (400m) and

single-family homes residents think that the proper amount is three

minutes (200m) is the proper distance.

(3) comments about outer space to switch to eco-friendly

Current multifamily areas are mainly used for parking and the yard

of poly houses parking in addition to garden variety and Lights use

and was multifamily areas of green space to your doctor about

switching up to 57% positive, single-family homes area residents to

be positive (68%) was observed.

Reflect the needs and opinions of the residents of the following

survey results can be a low-rise residential, and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suggested. About the transition to a new

eco-friendly models of multifamily area, lack of parking spaces, most

of the construction of public parking, public parking available will

answers be seen if the potential for the transition to the new model

of the cursor in a faster time likely environmentally friendly way to

move the rest of the yard space available parking space. Detached

houses, have a negative position because it comes to the use of

public parking on the other hand, the long-term design techniques are

required. Activate the plan as a way to entice the public domai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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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ing the villages and landscape aspects and how to take advantage

of cost-effective, and how to enable residents and the local

community to share the yard.

This study assumes that the supply of public parking, the potential

for eco-friendly community for the improvement of low-rise

residential parking problems and to improve the horizontal and

residential environment to catch one I saw has significance.

keywords : Green community, Green parking, Low-rise

Residential Area, Common parking facility

Student Number : 2011-20771


	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예비적 고찰 
	2.1  주거지의 도시설계 모델
	1)  근린주구 단위 (Neighborhood Unit Concept) 
	2)  Green Community (Sustainable Community)

	2.2  한국 저층주거지의 현재 문제
	1)  주차문제
	2)  경관
	3)  오픈스페이스 부재 

	2.3  저층주거지 개선사업으로서의 그린파킹사업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전개과정과 현황

	2.4  관련 선행연구
	1)  그린 커뮤니티 관련 선행연구 검토 
	2)  담장허물기 사업 관련 선행연구 검토 
	3)  공용주차장 관련 선행연구


	제 3 장. 대상지역
	3.1  대상지 개요
	1)  대상지 선정기준과 개요

	3.2  대상지역의 특성 
	1)  다세대주택 밀집지 1 
	2)  다세대주택 밀집지 2 
	3)  단독주택 밀집지 1 
	4)  단독주택 밀집지 2 

	3.3  대상지역의 외부 공간 유형과 이용 현황
	1)  다세대주택 밀집지 1 
	2)  다세대주택 밀집지 2 
	3)  단독주택 밀집지  


	제 4 장. 사업 후 현황에 대한 평가와 친환경적 모델로의 전환에 대한 선호도조사
	4.1  설문 및 선호도 조사 
	1)  설문목적과 내용 

	4.2  조사 결과 및 분석
	1)  설문대상자 선정과 설문 방법
	2)  설문 확정과 평가항목의 확정
	3)  자료의 처리방법

	4.3  설문결과 및 선호도 
	1)  그린파킹 사업 후 환경에 대한 만족도 
	2)  공용주차장 사용에 대한 의견
	3)  외부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 

	4.4  종합 분석 
	1)  그린파킹 사업 후 안전측면 
	2)  공용주차장의 적정거리와 적정비용
	3)  공용주차장의 이용을 통한 마당의 용도 전환
	4)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예


	제 5 장. 결 론
	5.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5.2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 고 문 헌
	부 록 - 설문조사지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