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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서울시의 층 주거지는 부분 70~80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단

독주택의 필지로 공 되었으나,단독주택이 다세 ·다가구의 주거형태로

변화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주차공간을 요구하게 되었다.그러나 기반시

설의 확충 없이 계속되는 차량유입의 증과 과다한 주차공간의 공 이

불필요한 차량통행과 불법주차를 일으켜,다세 ·다가구 주택가에 무질

서한 주차환경을 유발시켰다.그 결과, 층주거지의 가로 오 스페이

스는 차량으로 유되어 주거 보행환경을 악화시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울시는 주차상황이 열악한 다세 ·다가구

주택가를 상으로 주차공 정책을 지속 으로 수행하 다.용산구에 시

범 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 이래로,서울시 역에서 시행하

으며 그 밖에도 그린 킹사업,공용주차장 설치 등과 같은 사업이 진행

되었다.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통한 결과 표면 으로는 2002년부터 서울

시 체 주차면 수가 연 4.92%의 비율로 증가하 고 주택가만을 고려했

을 때에도 주차면 수 증가율이 연 4.38%에 이르고 있다.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 히 다세 ·다가구 주택가에 주차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

음은 서울시의 주차공 정책이 주차수요의 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 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기존 주차정책의 안으로서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시 에서 지속 으로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기존주차정책으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단되기 때문에 재의 공 주의 정책기조

에서 주차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주차수요 리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

다.

이를 해 재 마포구 연남동 일 를 선정하여 세 수,주차면수,차량

수를 조사하 다. 한 상지에서 Housing (주거지역)과 Non-

Housing(주거와 상업지역)을 구분하여 주간과 야간의 주차공간의 이용

률을 악하 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차량 수에 비해 주차 면

수가 많이 조사되어 양 으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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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그리고 Housing지역은 주간에 비해 야간에 주차수요가 많고,반

로 Non-Housing지역은 주간이 야간에 비해 주차수요가 많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이를 통해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하게 느끼게 되는 이유가

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재의 주차공간이 주차수요

와 공 을 하게 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재의 주차

시스템이 주차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패턴을 반 하지 못하고

있음을 조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게 악한 조사결과를 통해 주차공간의 효율 이용방안을 계획하

다.블록 간의 주차공간의 교환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차정비 방안을

모색하여 실제로 주차공간을 교환하는 단계별 시행방안을 통해 그 가능

성을 보여주었다. 재 일부 주차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차공유를 확

하여 ‘공유주차구역’을 설정하고,설정된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공유를

유도한다면 주차공간을 늘리지 않고도 주차공간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단된다.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차 리 수법을 해결방안으

로 제시하고자 한다.주차유형에 따라 일반주차와 조업주차를 나 고,

리주체를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하여 주차의 수요와 이용특성에 따라

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 다.마지막으로는 이런 주차공간의 교환을

실 하기 해서 IT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주차정보를 공유하고

유도하여 시간 별로 주차를 리할 수 있는 공유주차 시스템을 상해

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방향이 주차 리 정책과 주차수요에 응하는

양 공 의 제도에 한 비 시각에서 시작하 다.과거,주차문제를

바라보는 의 한계를 지 하고 새로운 으로 주차공간의 리방법

을 제시함으로써 주차공간의 효율 이용가능성을 밝히고자 하 다.이

를 해 실제 상지의 주차 황조사를 악하고 주차 리방안을 단계별

시행방안을 통해 구 해보는 것으로써 본 연구의 의의를 갖고자 한다.

주요어 : 층주거지,주차공간,주차수요 리,공유주차

학 번 :201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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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배경

서울을 비롯한 한국 도시의 층주거지는 부분 70~80년 자동차 소

유가 보편화되기 이 에 조성되었다.가로의 폭과 필지규모가 자동차를

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층주거지에서 자동차의 주·정차는 부분

생활권 도로상에서 이루어져 원래 도로기능을 상실하 고,자동차 소유

의 보편화와 함께 심각한 주차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이로 인해 오랜

기간 생활권에서 가로공간은 자동차의 주·정차로 인해 원래의 도로기능

을 상실하 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되었다.

그림 1-1. 저층 주거지 가로 공간              

특히,다세 ·다가구로 표되는 층주거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에

서 주차문제에 한 심각성과 민감도는 가장 크다.주택노후 문제,쓰

기처리 문제,골목길 가로혼잡 문제,주차문제,골목길 청결문제 등과 같

은 구체 인 가로 동네 환경과 련된 문제들 에서 주차문제의 경

우 다른 문제들에 비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민

들이 겪고 있는 피로감이 상당한 것으로 앞선 선행연구 결과 조사되었

다.1)그 기에 층 주거지 내 거주환경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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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엇보다 주차환경을 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울시는 시범 으로 용산구에 거주자 우

선 주차제를 도입한 이래로 서울시 역에 시행하 다.이를 통해 불법

노상주차를 리하고 층 주거지에서도 용 주차공간을 안정 으로 확

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그러나 주거지 주차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하

지 못했고 오히려 골목길의 보행 공간을 축소해 보행자의 이동을 불편하

게 했으며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었다.2)한편,서울시에

서 층주거지 주차 해결을 한 노력으로 구에서 처음 시행된 담장

허물기 운동에서 모티 를 얻어 층 주거지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2003년부터 녹색주차마을 사업을 시도하 다.하지만 이 한

일부 단독주택과 주택에 한하여 사업효과를 릴 수밖에 없었기에

주차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 다.

그림 1-2. 주거지 주차정책 변화 과정

한편,최근에는 공용주차장을 매개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면서 주거지의

가로와 외부공간을 보다 친환경 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으로 모색되었다.이는 주차여건이 좋지 못한 일반 층주거 지역에 공

용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마당에는 텃밭이나 식재공간

1)박석환,2013, 층 일반 주거지 공용주차장 설치 안 연구;경기도 명시

주거지역을 상으로,서울 학교 학원

2)윤장호 외 2명,2012,자동차 2,000만 시 의 주차정책 신방안,서울시정

개발연구원 이슈페이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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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활용도 높은 녹지로 환하여 주차문제와 함께 주거환경의 개선

을 도모하는데 그 목 을 가지고 있었다.3)

출처 : 서울시통계청자료, 자동차등록대수 및 주차장면수자료 참고, 2012

그림 1-3. 자동차등록대수 및 주차장면수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통한 결과 표면 으로는 2002년부터 서울시 체

주차면수가 연 4.92%의 비율로 증가하 고 주택가만을 고려했을 때에도

주차면수 증가율이 4.38%에 이르고 있다.2011년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체 차량등록수 비 주차장 확보율이 120.8%에 이르고 주택가만 고려

했을 때에도 98.3%로 높은 주차장 확보율을 달성하 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주거지역의 불법주차,주차장 부족 등의 문

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은 서울시의 기존 주차공 정책으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지 까지 공 주의

일 된 정책기조에서 탈피하여 공 보다는 기존 주차시설의 효율성을 높

이는 주차수요 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황자운,2010,일반주거지 공용주차장과 도시설계 과제 :서울시 일반주거지

공용주차장을 심으로,서울 학교 학원

4)이창,2013,주거지 주차공간의 효율 이용방안,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

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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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등

(천 )

주차

(천 )

주차  확보

(%)

체 2,978 3,596 120.8%

주택가 2,302 2,261 98.3

출처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2012.03, 서울통계, 2012.06

주 : 주택가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자가용 승용차 기준     

표 1-1. 서울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

이런 배경에서 더 이상 주차공간을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공간을 리

의 측면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기존 주차공간에 한 효율 인 리방안을 통해 주차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자동차의 무질서한 주·정차

공간으로 락해버린 생활권 도로 공간을 주민의 정주공간으로 되돌려

보행 쾌 성과 안 성이 담보된 보행공간과 공공공간으로 환할 수 있

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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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층 주거지에서 기존 주차공간의 리를 통해 효율

이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를 해 시 에서 기존의 주차정

책의 타당성에 해 의문을 제기한다.이미 양 으로 주차면 수가 자동

차 등록 수를 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는 양 으로 공 하고자하는 기존의 주차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경우 주거지역의 불법주차를 막고자 일정 가로

역에 주차구역을 지정한 제도이지만 보행자의 활동을 축소시켰고 무엇보

다 주거지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에 공간 으로 한계

를 가지고 있는 제도 다. 한 그린 킹 사업의 경우,담장 허물기 사업

과 함께 시행된 제도로서 필지 내 잔여공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

하도록 유도하 으나 일부 단독주택과 주책 이외에는 필지 내 공지

를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효과가 낮았다.공용주차장의 경우,주차장이 설

치된 지역에서 주차공간의 확보가 용이하지만 한 부지확보가 어렵고

공용주차장이 설치될 부지 주변의 환경 악화를 우려하여 거주민들의 반

가 있어 실제로 실 되기가 힘들다.따라서 지속 으로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주차 정책으로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차원에서의 재원 낭비로 이어져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주차공간을 바라보는 사용자의 인식 환을 유도하

고자 한다.과거의 주차문제를 바라보는 은 속하게 늘어나는 차량

에 맞춰 양 인 증가만을 고집하 다.이는 주차공간의 필요나 수요와는

계없이 최 한의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는데 그 목 을 가지고 있었

다.하지만 재 주차공간의 문제는 양 인 문제에서 벗어나 주차공간의

질 문제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했던 시

기에는 사회 ·경제 비용을 들여 주차공간을 한 인 라가 조성할 필

요가 있으나 재의 상황에는 그러한 비용을 들여 공간을 조성하는 것보

다 리를 통해서 비용을 이는 것이 더 효율 이라 여겨진다.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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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주차문제를 주차공간의 부족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주차공간을

늘리지 않는 범 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가에

을 맞춰야 할 것이다.이것이 우리가 주차문제를 바라볼 때 가져야할

인식의 환이다.

Old Parking Paradigm New Parking Paradigm

주차 충 한 주차 공간 공
 균형, 비현실  

주차 , 비효  리

주차시

공
한 많  공간 확보

주차 시  공 보단  

주차공간 파악

주차 엄격한 용 상황에 맞는 한한 용

주차 리 공 , 후 리 리, 후공

출처 : Todd litman, Parking Management, 2012 

표 1-2. 주차공간을 바라보는 인식전환

세 번째로는 주차공간은 도시 리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도시성장과 리측면을 계획할 도시교통시스템을 설

정하는데 그 하 의 목표로 주차 리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이것은 주

차문제를 단순히 따로 떼어 놓고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체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어 그 궤를 함께 한다는 것이다.즉,교통개선사업이란 도

시설계,건축 등 교통기능 회복과 정주공간의 재창출이라는 융합

에서 추구한다는 것이다5). 한 주차 리시스템에서 주목할 은 주차

리를 해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 정보 제공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이다.이는 주차를 해 차량의 움직임을 최소한

으로 유도하여 차량혼잡과 차량정체를 막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이

를 통해 주차공간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인 차량혼잡을 막음으

로서 차량에 의한 사고와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과거의 주차정책이

5)이 훈,2013,서울시 생활권 교통개선사업 추진방향,서울연구원 2013-

PR-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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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만을 해결하기 한 에서 출발하 다면 도시 리차원에서

주차 리시스템은 통합 으로써 도시교통과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도시 체의 교

통수요- 리 측면에서 주차공간을 바라볼 때 근본 인 주차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해질 것이다.

출처 : Leifaden Parkraumbewirtschaftung, 2006 

그림 1-4. 주차관리 시스템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 인 계획방안을 제시하기 해 하나의 사례

층주거지역을 선정하여 구체 인 단계별 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지의 세 수,주차면수,자동차 등록 수를 통해서 상지의 필요주

차면 수를 악하고 실제 주차장의 치와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주차행

태를 조사하여 주차 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의 성격을 부

여할 수 있다.



-8-

제 3 연구의 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서울의 한 지역을 주차공간의 효율

성을 밝히는 사례를 선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상지 선정을 해 서

울시 내의 층주거지 에서 1970-80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

진 곳,그리고 다세 ·다가구 주택으로 주거유형이 환하는 과정에 있

는 곳을 선정해 재 주차공간의 황 악을 통해 주차공간의 효율

이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선정된 상지를 통

해 주차공간의 효율성에 한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지 역에 걸친 분석보다는 한정된 지역의 조사와 분석

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한다.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후속연

구에서 다 주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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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비 고찰

제 1 층 주거지의 문제

1.주거환경

재 서울시 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은 우리나라의 일반 인 주거형태라

고 불리는 아 트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많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

다.가장 큰 문제는 오 스페이스가 상 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일반

으로 건물은 인 지 경계선 는 도로 경계선 사이에 일정 거리를

띄움으로서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통풍,채 ,피난,조경 등의

기능을 함이다.그런데 층주거지의 경우, 부분이 단독주택을 한

필지에서 다세 ·다가구 주택이 들어서면서 이격공간이 그리 넓지 못하

고 따라서 지안의 공지를 확보함으로 얻고자 하는 기능은 떨어질 수밖

에 없다.이마 도 부분이 늘어나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차량이

유하고 있다.결국, 층주거지 내의 오 스페이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은 놀이터,주민 센터 등이지만 이것도 공공에서 토지를 확보하여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이다.오 스페이스는 도시 내의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사회 교류 증 를 통해 사람들과의 만남을 유도하는

요한 기능을 한다.과거 층주거지는 단독주택 지역으로 마당과 뒤뜰

과 같은 오 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지만 재는 단독주택필

지에 최소한의 이격거리만을 확보한 체 다세 ·다가구 주택들이 최 건

축면 을 확보하면서 세워졌다.이는 결국에 층주거지의 주거환경에

악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결국, 재의 주차공간이 제 로 된 주차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부분의 지역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

승인 당시 주차 면으로 공 하 으나 실제 주차장의 상당수가 제 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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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고 노후·방치되어 있다. 포의 재 공간,간이 시설물 등의

주차공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실질 으로 주차자체가

어려운 곳도 많다.그림 4-1에서 보듯이 재 주차 면으로 구획된 주차

공간의 사용이 목 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

다.

그림 2-1.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잘못된 사용사례

2.보행환경

층주거지의 보행환경에 악화된 가장 큰 이유는 다세 ·다가구 주택의

일반 인 유형이라고 여겨지는 필로티형 주택의 공 이다.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단독주택의 필지에서 다세 ·다가구 주택이 들어서면서 오

스페이스의 부재와 함께 늘어나는 주차공간을 감당할 공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하 다.이를 해결하기 한 건축 방안으로 필로티형 주택이 생겨

났다.필로티형 주택이란,과거의 1층,즉 건축물의 층부를 주차공간으

로 확보함으로서 주차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한 주택유형이다.건축법

에 의하면,이러한 필로티형 주택은 주택의 층수 산정에 있어서 제외되

기 때문에 층주거지에 속하게 증가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 다.하

지만 층주거지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필로티형 주택

은 주차공간의 양 인 증가로 주차부족 상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성과

를 가져왔지만, 층주거지에 확보된 주차공간 때문에 차량의 유입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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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층부 공간이 차량으로 유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상 으로 층주거지의 도로 사정이 열악한 가운데 차량

의 유입이 많아짐으로써 보행자는 그만큼 차량에 한 을 갖게 되었

고 보행이 축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궁극 으로 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보행환경의 악화는 주차문제의 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단독주택 필지에 다세 ·다가구 주

택이 들어섬과 동시에 차량에 한 보편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필연 으

로 주차공간에 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한 주차문제를 해

결하기 한 기존의 방법들도 일시 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상하지 못

했던 다른 문제를 야기해 근본 인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

었다.결국,주거환경의 향상을 해선 주차문제에 한 근본 인 해결방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주거와 보행환경의

향상을 기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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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재 주차문제를 해결을 한 정책들

1.거주자 우선 주차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해 이용자에게 일정요

을 받고 안정된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 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 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주택가 상업시설

이 혼재된 이면도로에서 주차구획선을 설치,정비하여 주차 리 고유번

호를 지정한 후,인근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주차권 이용에 따

른 일정액의 주차요 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6)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설립목 은 과거 주거지내의 이면도로가 방문차량

과 업무차량에 의한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함이다.주거지내의 불법주

차는 교통사고 험 증가,활용공간의 축소,소방도로의 기능상실,긴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져 주거지의 생활의 질을 악화시키는 문제 을

가져왔다.따라서 이면도로의 일정면 을 합법 인 주차구획으로 확보하

여 시민들의 생활공간과 쾌 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이면도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을 맞추었다.

그림 2-2. 노상 불법주차

6)권오경,2004,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 인 시행방안에 한 연구 : 구

역시 구를 심으로,경일 학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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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로 인해 생겨난 노상주차의 부분은 생

활권 도로를 사유재산화로 만들었다.실제로 서울시 자치구 부분의

자치구에서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용자가 주차요 을 선납하면 기

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어 생활권 도로가 개인의 사유화된 주차공간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래하 다. 한,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부분이 노

상에 주차구획선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은 주거지내의 불법주

차 방치이다.원칙 으로 최소한의 유를 통한 노상주차를 허용해야 하

나,생활권 도로 부분에서 노상에 거주차 우선주차 구획선을 설치함으

로써 구획선이 없는 생활권 도로에서까지 불법주차가 부분 만연하고

있고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7)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불법주

차를 야기한 측면이 강하다.한편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실시로 주

거지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공 하는 정 인 효

과를 보 다.하지만,불법주차를 막고 주거환경을 회복하고자 하는 제도

의 목 과 달리 이면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오히려 주거환경

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면

이 제한 이기 때문에 근본 으로 주차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는 공 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었다.뿐만 아니라 공 이 제한 이고 지나치

게 낮은 주차요 으로 기배정자가 해지가 없이는 신규로 이사 온 사람들

에게 배정이 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 다.

출처 : 자동차 2,000만대 시대의 주차정책 혁신방안, 2012.04.30  

그림 2-3. 서울시 주차사업 변화에 따른 주차면 수 변화

7)이 훈,2013,서울시 생활권 교통개선사업 추진방향,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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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린 킹 사업

서울시 그린 킹사업은 차량 심 공 주의 주차정책에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에 만연한 불법주차와 외부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보다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한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자발 인 참여와 력을

토 로 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설계하고 리해 나가는 주차 정책이다.8)

그린 킹사업은 크게 담장허물기와 이면도로(생활도로)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진다.담장 허물기는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개방된 주택의 공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노상주차차량을 주택 내로 흡수하여 주

거지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더불어 조경을 조성하여 골목길 경

을 개선하는 사업이다.담장 허물기는 개별사업과 골목사업으로 구분하

는데 서울시는 녹색주차마을의 사업효과를 증진시키기 해 인 한 5가

구 이상의 주택을 사업단 로 하는 골목사업 신청을 장려하고 자치구별

로 용기 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골목의 이면도로(생활도로)

정비와 CCTV설치 등을 인센티 로 제시하고 있다.9)

주거지 노상불법주차문제를 해소를 한 정책 그린 킹사업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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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를 허물어 셔터나 가변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주차장 설치에 한정된

소극 계획방법을 사용함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었다.이에 서울시에서

는 담장허물기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원 산을 크게 확 하여 그린 킹사

업을 시작하 다.10)

그린 킹사업은 조성비용이 렴하고 부지가 개인소유의 지를 상으

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하지만 지 내의

잔여공지가 확보될 수 있는 단독주택이 주된 상이기 때문에 다세 ·다

가구의 주차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으며 그린 킹사업이 담

8)서울특별시,2009,GreenParking녹색주차마을 사업시행 매뉴얼

9)신 진 외,2008,커뮤니티를 고려한 녹색주차마을사업의 계획기법연구

10)윤진 ,2013, 층 주거지 외부공간의 친환경 환가능성에 한 연구 :

서울시 그린 킹 사업지를 상으로,서울 학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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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허물기 사업에 련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이 주차장 해소보다

는 물리 가로환경의 개선에 목 이 있어 주차공간의 근본 해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출처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2012/03 

그림 2-4. 서울시 그린파킹 추진 실적

3.차고지 증명제

차고지 증명제란,거주자가 차고지 (주차 공간)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

을 등록할 수 없도록 차량 소유주의 차고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이

다.11)2012년 서울시는 주차공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주택가의 주차

난을 근본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국토해양부에 건

의하 고, 재 제주도가 2007년에 차고지증명제를 단계 으로 시행하

고 2010년 기 제주시의 약 7,700 가 차고지를 확충하 다.12)국토해

양부는 1993년,1995년,1997년 세 차례에 걸쳐 도입을 추진하 으나,자

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소득층의 자동차보유를 원칙 으로 제한한

다는 비난에 따라 도입을 보류한 상태이다.반면 일본의 경우,어린이 교

통사고방지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노상의 불법주차를 지하기 해 차

고지 증명제를 1962년에 도입하여 재 모든 차량에 용하고 안정 으

11)국토해양부,차고지증명제 매뉴얼

12)윤창호·박상우·이재용,2012,자동차 2,000만 시 의 주차정책 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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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 이다.13)

차고지증명제 시행의 선행조건으로써,주거지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

보하는 것이 필수이다.하지만 층주거지에 지속 으로 주차공간을 확

보하는 것에는 공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이미 확보되어 있는 주

차공간에 한 명확한 주차 리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기존 주차정책

과의 혼란을 가 시킬 것이다.따라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재 층주거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질서한 주차공간에 한 리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4.주차 분리 분양제

재의 주택제도에서는 건물의 임 나 분양 시,주차공간도 건물과 같

이‘묶음’으로 분양하지만 (BundlingParking),주차분리분양 (Unbundling

Parking)에서는 주차공간과 건물을 별도로 거래하고 임 하는 제도를 말

한다.미국 센 란시스코에서는 주차 분리 분양제를 의무 으로 시행하

도록 하여 가구당 주차공간을 평균 1면에서 0.7면으로 감축하는 효과를

보았다.가구원의 의사에 계없이 단순히 가구당 1면의 주차 공간 제공

을 지하고 주차 공간 확장 시,임 료에 주차장 건설비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하 다. 한,시애틀과 세인트루이스 도심의 아 트 개발사

업에서 주차 분리 분양제를 도입한 결과,약 20~30%의 구매자가 주차

공간 건설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아 트를 구매하 다.이러한 움직임

은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서울을 제외한 아시아권 주

요 도시에서는 주차분리분양제가 이미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베트남,

하노이,싱가폴,홍콩 등은 과반수이상 주택에 주차 분리 분양제를 용

하고 있다.14)

13)김순 ,2002,블록별 주차수용 리방안 연구,시울시정개발연구원 기본연구

보고서

14)이창,2013,거주자 주차공간의 효율 이용방안,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

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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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Asian Development Bank, 2011

그림 2-5. 아시아 주요도시 공동주택 주차분리분양제 시행 비율 

주차 분리 분양제는 건물 신축 시, 정 주차 면을 건설하여 건설비용

을 여주며,임 인은 주차장 사용여부에 따라 임 비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거주자에게는 거주비용을 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주차공간에 한 인식 환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주차분리분양제의 올바른 시행을 해서는 기존 주차장에 한

황 악과 리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따라서 주차분리분양제가 주차정

책으로 자리 잡기 해서는 지속 인 주차에 한 모니터링과 DB수집이

우선시되어야 한다.주차시설의 황을 바탕으로 한 주차장 수요를

악하고 주민의견에 한 조사와 홍보를 한다면 단계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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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교통수요 리

1.개요

본 연구의 방법은 해외 주요 도시에서 사용하는 교통수요 리(TDM,

TransportDemandManagement)라는 방법을 용하고자 한다.교통수

요 리란 사람의 통행행태에 미치는 요소에 변화를 주어 통행수단의 선

택과정에 향을 으로써 교통 혼잡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행해지는

범 한 정책들(Strategies)을 일컫는 용어이다.이러한 정책들은 공

을 리하는 즉,교통시설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 으로 비용이

게 들고 그 효율성이 탁월한 것이다.TDM은 일반 인 용도의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에 존재하는 교통체계를 더욱 효율 으로

이용하는 정책들을 두루 포함한다.15)

2.특성

TDM을 통하여 얻어지는 효과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교통

혼잡(TrafficCongestion)을 개선할 수 있고,도로 주차시설의 유지

리비용을 이며,공해비용과 에 지 약 등 개인 ,국가 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와 같이 TDM은 기존 도로용량의

바탕 에서 교통수요를 리함으로써 기존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반면에,기존의 반 인 교통인 라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기존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른 근방법을 TSM(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이라고 한다.TSM은 더 많은 사람과 상품이 효율 으로

움직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공 함으로써 반 인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극 화하는 정책이라 하겠다.TSM정책으로 사용되는 일반 인 는 한

계통행량을 넘는 경우 고속도로의 진입을 통제하는 정책,교차로에서 신

15)김한 ,2002,교통수요 리 용 기법,건설교통부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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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체계를 조정하는 정책,가변차로제(Reversiblelanes),운 자에게 자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혼잡도로를 회피하도록 하는 정책 등을 들 수 있으

며,이러한 TSM정책들은 의로 보면 TDM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하겠다.16)

내용

통행 경  
혼 지역내  통량  산시  통  공간  산시 는 

 도 통 보  공 나 한(Ramp Metering) 등   사

.

통행 시간  첨 시간  통  비첨  시간  산시  통  시간  산

시 는  시간 근 나 시차통근  등   사

통행 생원 통행 생원  하는 는 재택근 나 근  단 , 지 용 책 

등  

통행 단 통 단  편리  향상시  통 단간  담   도하는 

 환승 타  비, 용차   등   사  

출처 : 김한영, 교통수요관리 적용 기법, 건설교통부

표 2-1. 교통수요관리 적용 기법

일반 으로 교통수요 리방안의 용기법은 부제 운행,자동차운행제한

등과 같이 직 으로 운행을 통제하는 것과 간 으로 지원이나 유도

하는 방식이 있으며,그 형태에 있어서도 시간․경로의 조정,통행발생원

인의 조정,통행수단의 조정,자동차의 효율 이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교통 혼잡(Congestion)은 교통수요와 교통시설 공 의 불일치로 발

생되는 상으로 경제활동이 증 될수록 교통수요도 늘어나 교통 혼잡이

되고 있다.이것은 교통수요가 어떤 통행목 을 달성하기 한 과정상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이른바 생수요(Deriveddemand)17)이기 때문이

16)김한 ,2002,교통수요 리 용 기법,건설교통부 p1

17)최종재에 한 직 인 수요의 결과 생겨나는 간 인 수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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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오늘날 도시 간 경쟁시 에서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그 에서도 이동성(mobility) 는 수송경쟁력은 매우

요한 요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수송경쟁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러한 이동성 향상을 한 정책유형에는 공 측

면의 교통시설 확충정책과 수요측면의 교통수요 억제정책이 있다.앞에

서 언 하 듯이 교통시설의 확충은 경제발 의 기본 인 요건으로 특히

사회간 시설(SOC)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선 우선 으로 추진해야할 정

책이다.그러나 교통시설투자를 해서는 막 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많

은 나라에서는 사회복지증진에 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 되어 정부재정

을 교통투자사업에 집 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투자재원조달의 문제를

안고 있다. 재정조달이 가능해도 투자효과(즉,교통 혼잡완화)를 얻기

에는 장시간이 소요되며 교통시설확충에 환경문제로 반 하는 의견이 늘

어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교통시설공 정책의 한계 을 보완할 수 있

는 정책 안으로써 교통수요 리(TransportDemandManagement)가

두되었다. 교통수요 리의 기본 인 목표는 교통 혼잡발생의 주요 원인

이 되는 승용차의 통행패턴을 시간 공간 그리고 교통수단간 환

을 통하여 첨두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기법이다. 특히 승용차 가운데

나홀로차량의 통행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용 상으로 한다. 결국 교

통수요 리는 교통시설 처리능력의 범 를 넘어 존재하는 과수요를 억

제하는 한편,기존 교통시설의 운용을 효율화하여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두 가지의 효과를 지닌다.결국 교통수요 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면 다음

과 같다.첫째,도시교통수요의 지속 인 증가이다.자가용 승용차의 이

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GNP와 인구의 신장에 비례하여 앞으로도 교

통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한 책이 필요하다.

둘째,도로건설의 한계 는 실효성 문제이다.도로를 건설하는데 장기간

을 필요로 하며 도로확충이 오히려 잠재된 교통수요를 유발하여 그 실효

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셋째,도로혼잡에 따른 환경문제의 두이다.도

로혼잡은 매년 심화되고 주행속도가 떨어져 환경문제도 발생되어 교통수

요를 원천 으로 일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되고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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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수요 리 략

주차수요 리 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첫 번째는 주차

공간의 과잉공 을 피하는 것이고,두 번째는 주차공간의 수요를 이는

것이다. 자는 기존 주차공간과 주차에 한 요구를 반 하여 더 나은

사용을 장려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개인에게 차량이외에 다른 수단을 제

공하여 결국에는 주차공간의 수요를 이는 방법이다.두 가지 방법에

해 자세한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9)

Avoiding Oversupply Reducing Demand

- Location specific requirements

- Market specific requirements

- Parking Maximums

- Parking Freeze

- Shared Parking

- .In-Lieu of. Parking Fees and

 Centralized Parking

- Unbundling Parking Costs

- Charging Higher Fees for Parking

- Parking Cash Out in Lieu of Parking 

Spaces

- Providing Incentives for Transit

- Bicycle Parking Requirements

- Car-sharing

출처 : Carsharing: Establishing its role in the parking demand management toolbox

표 2-2. 주차관리 방안

3.1AvoidingOversupply

주차공간의 과잉공 을 이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공유(Shared

Parking)가 있다.주차공간의 공유는 서로 다른 토지이용이 시간에 따라

교통과 주차수요를 각기 다르게 발생시킨다는 을 근거로 생각해 낸 방

안이다. 를 들면,은행은 일반 으로 낮 시간에 주차수요를 발생하고

반면에 음식 은 녁시간에 주차수요가 높아진다.

18)김한 ,2005,교통수요 리 용 기법,건설교통부 p3~4

19)AnnRappaport,2006,Carsharing:Establishing itsroleintheparking

demandmanagementtoolbox,TUFTS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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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use
Weekday

Daytime

Weekday

Evening

Weekend

Daytime

Weekend

Evening
Nighttime

Office 300 30 30 15 15

Rentail 170 250 280 200 15

Entertainment 40 100 80 100 40

Total 510 380 390 315 70

출처 : Carsharing: Establishing its role in the parking demand management toolbox

표 2-3. 복합용도지역에서 나타난 주차공간의 수요

그 결과,두 지역이 상호 보완함으로써 부족한 주차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용도복합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최 수요를 기반으로 주차공

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지역 체의 주차공유 수요를 기반으로 주

차공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따른다.주차공유 수요는 특정기간동안( 를

들면,아침시간, 녁시간 등)각 개별 토지이용에 필요한 주차를 찰하

여 결정한다.

Weekday Evening Weekend

- Banks and public services

- Offices and other employment  

 centers

- Park & Ride facilities

- Schools, day-care centers and  

 colleges

- Factories and distribution

 centers

- Medical clinics

- Professional services

- Auditoriums 

- Bars and dance halls 

- Meeting halls 

- Restaurants 

- Theaters 

- Hotels 

- Religious institutions 

- Parks 

- Shops and malls

출처 : Parking managemnet ; Strategies, Evaluation and Planning,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

표 2-4. 용도지역에 따른 최대 주차공간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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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ReducingDemand

주차공간의 수요를 이는 방법으로 카쉐어링 (Car-Sharing)이 있다.

카쉐어링은 사람들로 하여 차량소유 신에 시간 별 차량을 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이를 통해 사람들이 차량소유를 포기하게 유도함으로

서 주차공간의 수요를 이고자 하는 목 을 가지고 있다.몇 몇의 도시

에서는 재 주거지 내에 카쉐어링을 도입하여 지내의 주차공간을

여나가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카쉐어링을 통해 주차공간에 한

수요를 여나간다면, 어든 주차공간이 주거의 도를 높일 수 있거나

Greenspace등으로써 주거환경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

로 상된다.다음그림을 통해 실제로 카쉐어링을 실시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를 살펴볼 수 있다..20)

Car-Sharing이 실행되기 전 Car-Sharing이 실행된 후 변화

출처 : Ball et al., 2002, p24

그림 2-6. 주거지 내의 Car-Sharing

에 그림을 보면, 재 상지의 세 수는 총 34세 가 살고 있으며

이를 한 세 당 1.5명의 사람이 거주한다는 가정을 해보면 거주지에 약

51명이 살고 있다고 상해볼 수 있다. 한 주차공간도 세 당 1.5면으

로 산정하면 51 의 주차공간이 필요함을 가정할 수 있다.여기서 만약

20)AnnRappaport,2006,Carsharing:Establishing itsroleintheparking

demandmanagementtoolbox,TUFTSUniversity,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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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자의 약 20% 정도가 카쉐어링에 참여한다면,약 10명 정도가 필

요로 하는 주차공간을 일 수 있다.(세 당 1.5.~1.2면 에 해당되는 수

치)그만 어든 면 은 주거 도를 높이거나 Openspace와 같이 주

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기술된 모든 주차 략의 효율성은 주차공 의 부족과 주차비용의

증가로 인해 사용자가 주차에 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그들의 이동

선택에 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

들이다.개인의 차량 신에 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며 사용자에게 인센티 를 제공한다면, 정 인 결과는 발

생할 것이다.이러한 결과는 도시의 디자인의 강화와 거주성을 향상시킬

것이고 주민들의 복지에 을 맞추는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21)

21)AnnRappaport,2006,Carsharing:Establishing itsroleintheparking

demandmanagementtoolbox,TUFTSUniversity,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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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해외주차정책사례

1. 국 런던

국의 주차수요 리정책은 1970년 이후 자동차 교통량의 증가억제

교통 우선정책을 지원하기 하여 주차장의 공 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해 왔으며 이를 해 새로운 건축물의 건설시 주차장 면수의 제한,

기존 민 주차장의 면허제 환 비거주자의 주거지역 주차제한정책

등이 도시를 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GLA(GreatLondon

Authority)는 1999년에 제정된 GreatLondonAuthorityAct에 의해 선출된

시장과 시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런던의 역자치체이다.런던도심을 포함한 33

개의 런던 자치구(Boroughs)가 모여 이루어진 역시로서 런던지역에는 버스,

지하철,철도 등의 교통수단들이 활발히 운행 이며 이 센트럴 런던

(CentralLondon)의 경우 철도(HeavyRail)와 지하철(Tube)이 통근 수요의

80%를 처리하고 있다.1999년∼2003년까지 런던의 교통 승객수는 18%,

교통 수송분담율은 4% 증가하 고,그 배경에는 런던 지하철 버스의 용

량 서비스 증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제 실시 그리고 간선가로에서의 버스

우선 정책이 있었다.2003년 2월에는 런던도심지역을 상으로 도입된 혼잡통

행료 부과(RoadUserCharging)가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 교통량

14% 감소, 교통수요 12% 증가,CO2배출량 14.5% 감 운행 정시성

(특히 버스)20%향상을 나타내고 있었다.RedRoute는 1993년도에 런던의 주

요 도로축 320마일을 상으로 교통소통을 향상시키기 하여 고안된 일련의

교통운 패키지로서,런던의 Archway와 HollowayRoads를 따라 시험 으로

운 된 RedRoute의 시행결과를 살펴보면,교통사고는 약 17%,버스의 운행시

간은 17% 정도 감소되었으며,버스의 정시성에 있어서는 약 33%의 정 인

개선효과가 나타났다.Red Route을 보완하는 버스 노선망 구축을 해

LondonBusPriorityNetwork(LBPN)이 계획되었으며 이는 버스운행시간을

하루 차량의 도로 유율이 가장 높은 시간에 최소 25% 이상,그 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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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최소 15%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버스 우선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

와 함께 불법주정차 등에 의한 버스운행 효율성의 하 방지를 하여 극

인 단속정책 한 병행하고 있다. 재의 버스 용차로는 체버스차선의 약

2%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RedRoute,LBPN 등과 연계하여 버스 용차로의

지속 인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국 고속도로 공항과 런던시를 연결하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M4)BUSLANE운 은 1999년 6월부터 버스,택시 용도로

로 환하여 운 이며,버스 용 도로운 을 해 시종 부의 설계가 개선되

었고 기존의 본선구간 70mph,종 부 고가 진입구간 50mph인 제한속도를

50mph와 40mph로 하향 조정하 다.이러한 결과로 오 /오후 첨두시 버스와

일반차량 모두가 운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버스통행시간 3.5분,일반차량

통행시간 1분 감소효과를 나타났고,버스 용차로 설치 후 통행시간의 변화폭이

감소하 으며 사업 차로감소구간에서 첨두시 지체 10분 정도의 기행렬이

형성되던 것이 Stop-start상태로 개선되었다.22)

출처 : Transport of London, England

그림 2-7. Red Route 

22)이경용,2013,수도권 신도시내 교통의 지원체계 개선 안 효과분석

:분당,평 을 심으로,한양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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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캐나다 벤쿠버

벤쿠버 시에는 재의 도시에서 친환경 이고 에 지 약형 도시로 변

화하기 해 2040교통 랜 (CityofVancouver,2040Transportation

Plan)을 세우고 장기 인 계획안을 통해 실 하고자 하고 있다.크게는

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회 경제 비용을 약하고

자 하고 있고 이를 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보완할 수 있는 교

통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캐나다 벤쿠버시는 과거

15년간 도시 내의 인구와 일자리는 꾸 히 증가하고 있으나 도심의 차량

이용은 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도심의 차량유입

을 차 여서 도심 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를 최소한으로 이고

어도 2040년까지 도시 내의 교통수단의 2/3를 보행과 자 거, 교

통 등 친환경 인 방법으로 환하고자 한다.특별히 주차공간에 해서

는 용도지역,사용자,보행, 체수단 등 포 인 상황을 고려한 주차

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 각 street마다 특성을 고려한 리수법과

디자인을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다.궁극 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진 이

유는 주차공간을 사용자에게 마련해주는 의도보다는 주차공간을

여나감으로 차량 주의 도시보다 보행을 심으로 하는 체수단을 조성

하는데 그 목 이 있다.23)

23)VancouverCity.2012.Transportion2040:PlanasadoptedbyVancouver

CityCouncil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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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ity of Vancouver, 2040 Transportation Plan

그림 2-8. 2040 Trend & Target

출처 : City of Vancouver, 2040 Transportation Plan

그림 2-9. Total of trips in City

이 계획은 높은 수 의 정책과 그 아래의 교통 련 카테고리로 분류된

특정 분야의 목표와 계획을 포함한다.각 카테고리는 체 목표를 근간

으로 세부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으며 다음 아래의 표는 그와 련된 정

책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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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내용

Land Use
to support shorter trips and sustainable transportation 

choices 

Walking walking safe, convenient, comfortable, and delightful

Cycling cycling safe, convenient, comfortable, and fun 

Transit improvements to increase capacity and ensure service 

Motor Vehicle
Manage the road network efficiently to improve safety and 

support a gradual reduction in car dependence

Goods, Services, 

Emergency 

Response

Support a thriving economy and Vancouver’s role as a 

major port

Education, 

Encouragement 

Enforcement 

Educate all road users to promote safe and respectful 

behaviour.

출처 : City of Vancouver, 2040 Transportation Plan

표 2-5. 2040 Direction

각 각의 카테고리는 개인의 통행방법을 반 하지만,그 목 은 도시

체의 목 에 부합하도록 계획하 다.왜냐하면 재의 벤쿠버시는

Multi-modality의 도시로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어떤 사람은 통행

방법에 있어서 한 가지 방법만을 취하지 않고 신에 각 사람의 목 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 목 지에 도달한다. 한 같은 목 지라도 그

날의 날씨와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결합된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

다.이 기 때문에 벤쿠버시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통수단을 선택하도

록 하여 Multi-modality의 도시로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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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고 화 된 층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거주환경 련 문제들 에서 가

로환경 문제와 주차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앞선 선행연구에도 동일하게 문

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그 기 때문에 고 화 된 층 주거지 내 거주환

경을 종합 으로 개선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가로환경과 주차환경을

먼 개선해야 한다고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고 있다.오유경(2003)25),

최이명(2006)26),황자운(2010)27)등 이 그와 련된 많은 연구들 하나

이다.주택노후 문제,쓰 기처리 문제,골목길 가로혼잡 문제,주차문제,

골목길 청결문제 같은 구체 인 가로 동네 환경과 련된 문제들

에서 주차문제의 경우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 가장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

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차문제의 해결을 한 방안제시와 주차 리 방안

에 한 정책 해결방안 제시,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먼

주차문제의 해결을 한 방안 제시의 경우 국내의 다수 논문에서 주차문

제가 층주거지의 근본 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이를 해 기존의 정책 방안과 제도를 소개하고

사용자에 한 설문조사와 황 악을 근거로 주차정책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의 경우 결국은 양 인 주차 공

간 공 을 한 수단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더 많은 공간 확보차원

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한편,주차 리 방안에 한 정책

해결방안 제시의 경우 기존의 주차정책에 있어 리가 문제가 있음을 지

하면서 주로 해외의 정책 사례를 들어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하

지만 해외의 사례를 무작정 도입하기에 국내의 실을 반 하지 못한 결

24)VancouverCity.2012.Transportion2040:PlanasadoptedbyVancouver

CityCouncil,p10~11

25)오유 ,2003, 정 이용거리 내 주거지 공용주차장의 용량 결정 연구,서울

학교 학원

26)최이명,2006, 층 집주거지 내 가로의 보행환경 개선방안연구,마포구 성

미산 커뮤니티를 심으로,서울 학교 학원

27)황자운,2010,일반주거지 공용주차장과 도시설계 과제:서울시 일반주거지

공용주차장을 심으로,서울 학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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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며 실의 문제 을 지 하기보다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는데 그 한

계 을 가지고 있다.

연 목 주 연 내용

블 별

주차 리 안 

연

( 울연 원, 2002)

블 단  

주차 리 안 

시

- 울시  주차  현황 

- 동차 등   지 용 도  주

차  상 계 

주차원단   

등 연

(  해양 , 2006)

주차 리  

주차시  개 책 

립

- 주차    개  마

-차고지  시행  한 용 지 

안

- 계식 주차  개  안

 

주차 리 안과 

시사

(한 통연 원, 

2009)

내  주차 리 

안  검

-주차 리 양  개

-주차 리 개  개  사  사

-  주차 리 안  통해 내

 주차 리에 한 시사  도

Parking 

Management 

Strategies, 

Evaluation and 

Planning

(Todd Litman, 

2006)

주차 리 안  

다양한 사  시  

시행효과 

-다양한 주차 리 안 사  시하고 

실  용  도시  건 에 해  사  

사

-주차 리 안 사  별 시행 효과 

표 2-6. 기존 주요 선행연구

따라서 이번 연구는 기존 층주거지의 문제 과 새로운 주차정책의 도

입에 한 필요성에 해서는 기존 선행연구와의 동일한 문제의식을 인

식하고 근하면서 기존의 주차정책의 방향이 양 인 증가를 한 것이

었다면 이제는 양 증가보다는 주차공간의 리에 한 필요성을 역설함

으로써 주차를 바라보는 인식의 환에 필요성을 말하고자 하여 기존 선

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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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상 지역

제 1 상지 개요

1. 상지 일반 황

출처 : 네이버 위성사진

그림 3-1. 공간적 대상지

재 상지로 선택한 곳은 마포구 연남동 일 487493504509562

563561515566565564571570568567번지이다.마포구 연남동은 과

거 70-80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을 한 필지규모

를 지 까지 가지고 있고 재는 다세 ·다가구주택으로 그 모습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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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 (%)

마포  체 5,063 100.0

공 동 378 7.4

아현동 22 0.4

도화동 100 2.0

용강동 249 4.9

동 121 2.4

염리동 91 1.8

신 동 182 3.6

강동 141 2.8

동 1,127 22.3

표 3-1.행정동별 노상주차장 황

해가고 있다. 한 지하철 2호선 홍 입구와 반경 500m내외의 거리에

치한 연남동 일 의 블록은 홍 상권의 향을 받아 상업과 업무 등의

용도변화를 겪고 있는 이다.따라서 이 곳을 상지로 선택함으로서

층주거지의 표유형이라 할 수 있는 다세 ·다가구 지역의 변화과정

속에서 발생한 주차문제를 살펴볼 수 있으며 앞으로 층주거지의 변화

가운데 하나인 용도복합의 과정을 고려할 때,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차

문제를 미리 고찰한다는 에서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2. 상지 노상·노외주차장 황

2013년 마포구 주차장 수 실태 황에 따르면,마포구 체 노상주차면

수는 총 5,063 로 악되었으며 그 에 연남동은 총 555 로 체의

11%를 차지하고 있다.연남동은 마포구의 다른 행정동에 비해서 상

으로는 많은 노상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이는 연

남동의 주거구성의 부분이 아 트보다는 다가구·다세 주택유형이기

때문에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과 같은

노상주차장의 비율을 늘렸기 때문이다.



-34-

합 동 516 10.2

망원1동 474 9.4

망원2동 311 6.1

연남동 555 11.0

산1동 496 9.8

산2동 279 5.5

상암동 21 0.4

 
주차 건 주차

개  (개) 비 (%)  ( ) 비 (%)

마포  체 52 100.0 13,382 100.0 

공 동 7 13.6 862 6.4 

아현동 2 3.8 144 1.1 

도화동 4 7.7 289 2.2 

용강동 4 7.7 406 3.0 

동 7 13.5 534 4.0 

염리동 4 7.7 350 2.6 

신 동 0 0.0 748 5.6 

강동 1 1.9 970 7.2 

동 11 21.2 2,857 21.3 

합 동 4 7.7 1,238 9.3 

망원1동 2 3.8 1,020 7.6 

망원2동 1 1.9 761 5.7 

표 3-2행정동별 노외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행정동별 노외주차장 황에 따르면,마포구 노외주차장은 체 52개소

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연남동은 단 한곳도 악되지 않았다.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마포구에서는 체 13,382면으로 악되었으며 그 에서

1.078면수를 확보하고 있다.구성비는 체의 8.1%로 상 으로 다른

행정동에 비해 많은 면수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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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 0 0.0 1,078 8.1 

산1동 1 1.9 1,174 8.8 

산2동 2 3.8 583 4.4 

상암동 2 3.8 368 2.7 

공간 상지역으로 한정하여 악해 보면,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을 통해 구획된 노상주차면수는 체 158면수로 악되었다.하지만 실

제로 노외주차장의 사용율은 60%가 안 되는 것으로 황 조사결과 확인

되었다.

그림 3-2. 마포구 연남동일대 노상주차 현황 조사

이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재의 주차공간이 으로 부족

하여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 수요에 한 정확하고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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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주차 공간 마련이 여 히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진행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주차수요-공 의 불균

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을 맞춰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상지 가로 황

상지역 내에는 6-12m의 다양한 생활권 도로가 존재한다.기본 으로

상지역의 내부 도로는 부 일방통행으로 구획되어 있어 무분별한 통

과도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하 다.이번 조사는 상지역의 생활

권 도로가 실제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악하기 해 주차와

교통량을 비교하고 우선 으로 개선해야 할 지역을 선정하기 해 기본

자료 수집 분석을 하게 되었다.

표 4-1은 마포구 연남동 일 를 상으로 주차 수와 교통량의 형장조

사 결과값을 보여 다.

도
주차 ( ) 통량( /시간)

거주 우 주차 개 차량 보행 개

연남  1 27 11 38 25 11 36

연남  3 31 19 50 40 13 53

연남  5 28 9 37 21 8 29

동  23 13 0 13 14 6 20

동  25 7 9 16 12 35 47

동  27 0 25 25 16 40 56

미산  22 2 15 17 18 21 39

월드컵  6 42 21 63 80 23 103

월드컵  8 6 13 19 21 19 40

표 3-3. 대상지역의 주차대수와 교통량 현장조사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상지 가로의 기능과 활력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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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해 보았다.

그림 3-3. 대상지 가로의 기능과 활력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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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상지 조사 분석

1.Housing과 Non-Housing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

그림 3-4. 대상지 분류

앞서 상지 가로의 기능과 활력정도와 조사목 에 따라 상지에서

Housing지역 (주거지역)과 Non-Housing지역 (주거와 상업지역),2개 지

역을 따로 선정하여 조사하고자 한다.Non-Housing지역은 주거와 상업

업무공간과 공존하고 있어 앞으로 이 지역의 용도복합이 가속화될 경

우를 상해 볼 때,기존의 주차공간을 앞으로 어떤 에서 어떻게

리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한 목 이 있다. 한 조군의 설정을 해

블록 내에 주거의 단일용도를 가진 Housing지역을 선정하여 두 지역의

상황을 비교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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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수,주차구획,차량 수 조사

그림 3-5. 대상지 세대수, 주차구획, 차량대수 조사

이번 조사는 표본 조사지역에서 세 수,주차 구획,차량 수를 조사하

고자 한다.이는 실제로 상지의 차량 수가 얼마나 있는지,그리고 그

에 따른 주차면 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재 주차면

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013년도 서울시 마포구 교통계획과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재

Housing지역은 차량등록 수가 120 ,Non-Housing지역은 61 로 확인

하 다. 한 장조사 결과, Housing지역의 주차구획은 136면,Non-

Housing지역은 83 로 확인되었다. 두 가지의 자료를 통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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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지역과 Non-Housing지역의 세 수와 비교해 볼 때,순서의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나 두 지역 모두 차량등록 수가 주차 구획면 수보다

게 나타났다.이를 통해 수치 으로 차량등록 수가 주차 구획면 수보

다 기 때문에 주차부족 상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으로 단된다.

한, 행 주차장법상 한 세 당 한 면의 주차면 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

지만,실제로는 차량 수가 세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차량소유가 한 세 당 한 가 안 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즉,

어떤 세 는 자동차 소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차면

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주차수요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된다.

3.불법주차 황 조사

이번 조사에서 상지의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황을 악하고자 한다.

불법주차 황 악은 상지역의 실제 주차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가

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즉,거주민을 한 주차뿐만 아니라 방문객

을 한 주차도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한 조사가

필요다.따라서 조사에 따라 불법주차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여 상지의 정확한 주차수요를 악하고자 한다.

상지의 Non-Housing지역은 주변의 불법주차는 평균 으로 33 ~40

사이로 조사결과 확인되었다.이는 Non-Housing지역의 주차면 83

를 기 으로 볼 때,약 45%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상당히 많은

불법주차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 상지의 Housing지역의

경우,불법주차가 평균 48 ~55 사이로 조사되었다.이는 Housing지역

의 주차면 136 를 기 으로 볼 때,약 30%정도의 비율로 Non-

Housing지역에 비해서는 불법주차의 비율이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양은 오히려 Housing지역의 불법주차가 많이 때

문에 두 지역을 서로 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 각 지역에서 일어나

는 불법주차 황을 악하는데 그 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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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대상지 가로변 거주자 우선 주차면과 불법주차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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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대상지의 주차구획과 불법주차 현황 조사

4.주간과 야간의 주차 황 조사

두 상지의 보다 세 한 주차 황 조사를 해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

여 시간 별 주차 황을 조사하고자 한다.이는 경험 입장에서 주간

과 야간에 주차수요가 다를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주간과 야간의 주차

황을 분리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 앞서 조사 지역을 Housing

과 Non-Housing지역으로 구분하 던 이유도 바로 주간과 야간의 주차

수요가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두 지역의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조사하여 주차수 의 차이를 발견하고 주차 공

간의 이용률을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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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의 경우 2013년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12시부터 13시

까지의 주차,비주차,불법주차 황을 악하 다.야간의 경우도 마찬

가지로 동일한 날짜와 기간에 실시되었고 시간은 23시부터 다음날 1시까

지 조사하 다.이를 통해 실제로 주차구획 에 얼마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어느 정도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지를 조사하고 주변의

불법주차는 어느 정도 있는 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장 조사를 통해 Housing과 Non-Housing지역의 주간 야간 주차

구획과 불법주차 황을 도식화해보았다.

그림 3-8. Housing 지역의 주간 주차구획과 불법주차 현황 조사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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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Housing 지역의 주간 주차구획과 불법주차 현황 조사 02

그림 3-10. Housing 지역의 야간 주차구획과 불법주차 현황 조사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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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Housing 지역의 야간 주차구획과 불법주차 현황 조사 04

그림 3-12. Non-Housing 지역의 주간 주차구획과 불법주차 현황 조사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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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Non-Housing 지역의 주간 주차구획과 불법주차 현황 조사 02

그림 3-14. Non-Housing 지역의 야간 주차구획과 불법주차 현황 조사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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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Non-Housing 지역의 야간 주차구획과 불법주차 현황 조사 04

그림 3-16. Non-Housing 지역의 주차현황 분석

조사결과 Non-Housing지역의 주간 주차 수는 41 로서 체 주차면

83 의 반수 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주차 수는 야간

과 주간의 큰 차이가 없었으나 야간에는 주로 Non-Housing지역의 주거

지역의 주차공간이,주간에는 상업과 업무지역의 주차공간이 주로 사용

되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한,불법주차는 야간에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

는데 이는 Non-Housing지역 내의 상업시설로 인하여 주간에 비해 상

으로 많은 불법주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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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Housing 지역의 주차현황 분석

Housing지역의 주간 주차 수는 70 로서 체 주차면 136 의 반

을 넘는 수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야간과 주간의 주

차 수를 비교해 볼 때 야간이 주간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주간에 회사로 출근했던 차량이 돌아옴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가로 볼 수

있다.반면에 불법주차의 수는 야간이 주간에 비해 은 것으로 확인

되었고 이는 야간의 방문차량 감소가 그 원인으로 알 수 있다.하지만

여 히 불법차량이 체 주차면 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은 거주자

일부가 여 히 자신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습 으로 불법주차

를 해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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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소 결

앞선 조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쟁 과 문제 을 찾을 수 있었다.

첫 째,기존의 주차공간이 다양한 이용 시간 별 수요를 반 하지 못

하고 있음이 밝 졌다.주간과 야간,주 과 주말 주차 수요를 탄력 으

로 반 하지 못하고 있어 주차공간이 양 으로는 부족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항상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원인을 유발하고

있었다.따라서 주간과 야간의 주차수요가 서로 다른 만큼 서로 비어있

는 주차공간을 극 으로 활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 째,다양한 이용 목 에 따른 수요를 반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불

법주차 차량의 목 은 부분이 주차를 한 목 보다는 방문과 하역을

한 단순 정차차량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차량의 목

을 한 정차공간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이 블록 내부의

가로 변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상을 보 다.따라서 세분화된 목

에 따른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셋 째,주간과 야간의 비어있는 주차공간에 한 활용방안이 없는 것이

다.주간과 야간의 주차 황을 비교해 보면 서로 간의 주차수요가 많은

시간 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지역의 수요를 하게 나 수 있다

면 주차공간의 부족 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하지만 주간,혹은 아

갼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방문 외부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주간 주차율28)과 야간 주차율29)을 떨어뜨리

고 불법주차를 양산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따라서 지역 간의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주차공간의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8)주간 주차율 =(주간 주차 수+불법 주차 수)/주차면

29)야간 주차율 =(야간 주차 수+불법 주차 수)/주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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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해결 방안

제 1 시나리오 설정

1.사회구조 페러다임 변화

1.1공유경제 (SharingEconomy)

2008년 이후 세계 융 기로 인해 수많은 주택담보 출자들의 산과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세계가 기에 직면하 다.이러한

기와 문제 속에서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 에서 공유경제가

선진국을 심으로 성장 기조에 응하는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공유경제 (SharingEconomy)란,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

해 쓰는 력 소비의 경제로써 량생산과 량소비의 자본주의 경제

와 비되어 사용된다.30)즉,물건이나 재화를 구매하여 소유한 다음 소

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고자 하는 물건의 효용만을 얻는다는 것이

다.31)이를 통해 소유하지 않고 공유를 통해 효용을 얻는 소비를 유도하

고자 한다.

표 인 성공사례는 빈집(방)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와

카쉐어링 서비스인 ’집카(ZipCar)'가 있다.에어비앤비는 192개국 3만

4,800여개 장소에서 숙박을 개하고 있으며 세계 최 호텔 체인업체인

힐튼을 할 정도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한,집카는 통 으로

소유의 상으로 여겨지던 자동차를 공유의 상으로 바꿔버리고 있다.

기존 랜터카 서비스의 페러다임을 바꾸어 시간 단 로 서비스 시간을 쪼

개 차를 빌려주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 고32)독일의 BMW,폭스바겐

30)김 산,2014,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조건,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

31)조인동,2013,새로운 도시 페러다임,공유 서울, 한건축학회지 제57권 제

11호 14p~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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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자동차 회사들도 카쉐어링 사업에 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이

러한 공유경제가 가능한 것은 IT기술의 발달에 향이 있다.인터넷을

가지고 사람들은 유휴공간에 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효

율 인 공유가 가능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간의 사회 신뢰를 바탕으

로 거래가 진될 수 있었다.

출처 : https://www.airbnb.co.kr/ (Airbnb) / http://www.zipcar.com (ZipCar)

그림 4-1. Airbnb & ZipCar

우리나라도 2012년 1월 서울 신기 을 신설하여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공유도시를 주목하고 있다.최근 1~2인 가구의 증,인구의 노

령화,청년취업 문제,지속가능한 사회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서울

시는 공유경제의 도입으로 도시문제를 획기 으로 해결 가능한 방안으로

여기고 있다.이를 통해 기존의 자원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은 자원으

로 더 많은 편익을 보고자 한다. 한,공유의 매개로 지역 사람들 간의

자발 인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며 과잉소비를 막음으로써 환경문

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1.2보행도시 (PedestrianCity)

도시공간의 회복을 해 보행은 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산업

명 이후,증기기 이나 내연기 등이 인간이나 가축의 힘을 비약 으로

32)한국경제,2011.4.28“美 신개념 터카업체 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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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기 시작하면서 도시공간은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그 과정에

서 보행이 수천년 이상 수행해온 사회 기반요소로서의 역할은 다

른 방식으로 재편되었다.33)도시는 차량으로 인해 블록들을 해체시키고

사람으로 하여 출발지와 목 지는 연결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인식하게

하여 어딘가로 가는 과정을 생략시켜 버렸다.그리고 보행자가 사용하는

인도는 차량에 의해 변방으로 쫓겨난 사이드 워크(Sidewalk)가 되었

다.34)

출처 : Presentation from Dr.-ing Bastian Chlond (KIT), Multi-modal unterwegs, 2013.07.23

그림 4-2. City of short travel distances  & Multi-modaliity

이를 회복하기 해 기에는 보도의 연장,횡단보도의 설치 등과 같은

물리 인 시설의 환경을 갖추어 왔다.좋은 보행환경,좋은 도시를 만들

기 해서는 어도 걷기 쉬워져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기의 보행정책이 도시회복이라는 박한 기의식과 생존의 문제에서

출발하 다면,최근에‘걷기 열풍’은 변화된 삶의 양식과 가치를 변함과

동시에 보행에 잠재된 문화 함의와 사회 기 를 담고 있다.35)자동

차 심의 도시에서 벗어나 보행자를 우선하고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33)오성훈,2011,보행도시 ‘좋은 보행환경의 12가지조건’,건축도시공간연구소

34)김기호,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도시설계와 함께,UrbanReview,2005

FALL(통권 9호)(2005-11)

35)오성훈,2011,보행도시 ‘좋은 보행환경의 12가지조건’,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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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로공간을 제공할 때 사람들의 유 감 형성 도시의 활력을 기

할 수 있다. 한,매력 이고 특징 있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보

행가로는 도시의 장소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뿐만 아니라

일상 이고 반복 인 경험에서 벗어나 비일상성을 경험함으로써 한

문화 변화를 통해 정신 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소속집단,계층

지역에 한 동질감의 확인을 통한 안정감을 획득하는 할 수 있다.

이 듯 일상 인 걷기의 활성화에 한 사회 심이 두되고 있어 앞

으로의 정책과 계획은 보행의 질을 높이기 한 노력과 더불어,보행환

경이 담아내야 할 가치에 더 집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2013년 1월에 『보행친화도시 서울비 』을 발표하

다.36)이를 해 다양한 형태의 보행 용거리를 확 ,운 하고 보행자

의 안 을 우선시하고자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 다.이를 해 보행 환경 련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여 재

16%인 보행수단 분담률을 2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고자하는 목표를

두었다.이를 통해 도시 내의 보행자 안 과 함께 걷기를 장려하여 시민

들의 건강도 고려하고자 하고 있다.

2.도시공간 페러다임 변화

2.1Mixed-useDevelopment

도시가 확장해나가고 그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도시는 더 많은 공공기반

시설과 도시계획시설들을 확충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고,한정된 토

지를 가진 도시공간을 보다 합리 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함께

기존 도시공간의 재생에 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도시는 구성원들의 다

양한 요구와 가치를 수용하기 해,토지이용은 고 화 되고,이러한 흐

름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한정된 토지에서 필요한 만큼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이용

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양호한 시가지 환경을 형성하기 한 용도복합

36)서울시,2013,서울시 보행친화도시 서울비 발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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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두되고 있다.이는 용도의 복합화를 통해 도시의 균형 잡힌 발

을 도모하고 도시공동화를 방할 뿐만 아니라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용도복합공간은 산업기술이 다양화됨에 따라 과거의 용도간의 혼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보다 극 인 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특히, 층주거지에서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상업공간의 수가

차 증가하고 있다.

한 단일건물의 용도복합뿐만 아니라 수평 용도복합은 보행도시로서

의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로공

간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유 감 형성 도시의 활력을 기 할 수

있다.

2.2Compact-City

압축도시는 기존의 2차원의 평면 토지활용을 확장하고자 하는 개념으

로 주목받고 있다.즉,지하공간을 보다 극 으로 활용하여 교통 물

류와 도시기반시설을 입체 ·복합 으로 배치하고,지상공간을 사람과

환경 심의 녹색교통체계로 정비하여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보다 된 압축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이런 도시개념에서 지상공간

은 도보,자 거,간선 행버스 (BusRapidTransit),PRT (Personal

RapidTransit) 주의 녹색교통체계로,지하공간은 도시철도,경 철,

행도시철도,지하고속도로 등으로 기능 · 계 으로 배분하여 구성하

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37)

압축도시 개발에 한 필요성은 도시 내 기반시설에 한 부족 상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다.지속 으로 요구되는 기반사설 수요

를 충족하기 해서 기존의 평면 인 토지이용의 방법으로는 도심공간의

효율 인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이를 해결하기 해 새로운 교

통체계와 수단에 한 극 인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즉,단거리, 거

리,장거리에 따른 교통수단을 효용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 진 으로

37)성 곤·박지형 외 4인,2010,압축도시 심의 미래도시 개발 략과 기본구

상,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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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여 CO2배출의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체계와 이를 야

기하는 도시구조를 보다 효율 으로 재편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3.자동차산업의 변화

3.1자동차에 한 의식 변화

과거 자동차는 인에게 생활의 편리함과 최고의 이동수단으로 여겨

져 왔다.특히,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요한 재산가치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본인이 소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 으로 자리 잡게 되었

다.그런데,자동차는 구입과 동시에 가치 하락이 매우 큰 특징을 가진

물건이다.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 진 자동차는 한번 구매하여 평생을

타고 싶겠지만 실 으로 어렵고,일정 기간을 탄다는 가정 하에 그 기

간 동안 최 의 비용과 효과를 고려하기는 어렵다.자동차를 보유함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비용의 증가와 정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자동차를

더 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사용된 가치만을 지불하고자

하는 인식으로 차 변화하 다.

그림 4-3.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신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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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andelsblatt, 코트라 함브루크 무역관

그림 4-4. 독일인의 자동차 인식과 Car-sharing 현황

자동차 구매에 한 인식은 앞선 독일의 변화에 주목하여 살펴볼 수 있

다.독일인들은 자동차를 더 이상 사회 지 를 나타내는 수단이 아닌

‘여가활동과 빠른 이동을 한 고가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특히,자동

차 구입에 해서 은 세 들의 생각은 높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자동

차 구매에 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으며,카풀,카쉐어링 서비스 이

용을 선호하고 있다.따라서 독일 내 신차 매량은 어드는 실정

이며 2013년 기 으로 매 수는 총 295만 로 2012년 비 4.2% 감

소하고 있다.이런 변화는 완성차기업인 다임러,폭스바겐,BMW와 같은

완성차 기업에서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인식하여 빠르게 자동차‘공유’서

비스에 뛰어 들었으며 재 카쉐어링 시장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조사

에 따르면 향우 2020년까지 약340만 명이 독일의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

용할 것으로 상된다.

3.2자동자의 크기 (Size)변화

2014년 기 으로 재 자동차 등록 수는 19,596,321 38)로 작년 말

비 1.0% 증가하 으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015년에는 2천만 에 근

38)안 행정부 보도자료,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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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치가 다다를 것으로 상된다.과거 10년 동안 연도별 자동차 등

록 추이를 살펴보면 자동차 수는 꾸 히 증가하고 있지만,2003년을

기 으로 2.0~3.0% 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

다. 한,자동차 등록 수 가운데 20~30만 정도의 신차 유율 ,배

기량 2000cc이하의 소형차량이 2012년을 기 으로 약 17.3%를 차지하

고 있어 그 비율은 꾸 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소

비자들이 자동차 구매 시 연비를 고려하여 배기량이 낮고 세제해택을 받

을 수 있는,실용 인 고연비 소형차를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해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5. 신차 대비 경차 비율

이를 통해 자동차 증가율의 둔화로 인해 앞으로 자동차의 등록 수가

정체 혹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고,소형차량의 비율 증가로

자동차의 크기 변화를 상해 볼 수 있어 기존의 주차공간에 한 공간

변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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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3월말

(만 ) 1,206 1,291 1,395 1,459 1,493 1,540 1,590 1,643 1,679 1,733 1,794 1,844 1,887 1,940 1,960

가(천 ) 896 855 1,035 637 347 463 499 533 366 531 616 496 434 530 196

가 (%) 8.0 7.1 8.0 4.6 2.4 3.1 3.2 3.4 2.2 3.2 3.6 2.8 2.3 2.8 1.0

표 4-1.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 및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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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해결 방안

1.Mixed-use를 고려한 주차 공간 활용

1.1Mixed-use로 변화해 나가는 도시공간에 응하는 주차정책

여기에서 고려하고 있는 Mixed-use의 형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먼 는 단일 건물 내의 Mixed-use로서 수직 인 용도혼합을

뜻한다.주거와 상업,업무 등 단일한 건물에서 2~3가지 이상의 용도가

혼합된 공간으로 부분이 신축 당시의 용도와는 바 거나 혹은 변화할

것을 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가로공간의 Mixed-use로서 수

평 인 용도혼합을 고려하고자 한다.즉,단일 건물 내의 용도는 같으나

가로공간의 건물군은 상업과 업무가 혼재되어 있거나 혹은 동일한 상업

공간의 가로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용도가 다른 경우이다. 재 상지

로 선정한 마포구 연남동 일 의 경우 층주거지의 Mixed-use공간

부분은 가로공간을 따라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특

히 앞선 조사 상지로 선정된 Non-Housing지역은 주거와 상업,업무공

간이 복합되어 있는 표 인 Mixed-use공간이다.

그림 4-6. 가로 변을 따라 형성되는 용도 복합

따라서 층주거지의 Mixed-use공간을 살펴볼 경우에는 블록단 로 통

합해 볼 필요가 있다.즉,동네 단 로 다양한 용도가 혼합되고 있고 그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일정 block단 로 주차장의

수요가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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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간의 수요를 조 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이를 해 주차 수

요가 다른 블록 간의 주차면 을 교환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한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는 앞으로 지속 으로 용도변화를

제로 하여 주차면 간의 통합 리가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1.2Block단 의 주차정비 로그램 개념

자동차의 주·정차 부분은 자가(自家)가 치한 생활권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생활권의 주거지에서 주·정차 수요는 업무 심지에 못지않다.

규모 지하 공동주차장을 확보한 아 트 단지와 달리 부분 주차공간을

거주공간 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다세 ·다가구 심의 주거지에서 주·정

차는 생활권 도로에서 행해지고 있다.부족한 생활권 도로의 주·정차 공

간은 근린생활 심지역에까지 고들어 혼잡하고 불안정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넘쳐나는 생활권의 주·정차 수요는 도시재정비가 늦

어지고 있는 다세 ·다가구 심의 주거지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앞선 조사에서 확인해 보았다.

그림 4-7. 현재 주차공간의 쓰임

지역을 구분하기에 앞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 주차공간에 한 공유

가 필요하다.Housing지역은 주간에 주차율이 낮기 때문에 비거주자에

주차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Non-Housing지역은 주간에는 상업

과 업무지역 거주자에게,야간에는 주거지역 거주자에게 주차공간을 공

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것이 실 된다면,이후에는 블록 내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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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리 방안을 제시하기 해서 앞선 조사에서 나눠본 Housing지역과

Non-Housing지역을 세분화된 구분으로 주차 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각 주차수요의 시간 가 다름을 활용한 Block단 간의 주

차공간에 교환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이 의 조사를 살펴보면,

각 지역에 따라 주차공간에 한 수요가 각각 시간에 따라 다름을 확인

하 고,결국은 상지의 두 지역뿐만 아니라 각 블록의 특징에 따라 수

요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를 활용한다면 주차공간에

한 보다 효율 인 리방안이 가능할 것이라 단된다.

그림 4-8. Housing지역의 주차공간 교환

그림 4-9. Non-Housing지역의 주차공간 교환

재는 두 지역 간의 주차공간의 교환만을 다루었지만 각 블록이 가지

고 있는 특수성을 좀 더 고려한다면 1:1의 교환이 아닌 多 多 간의 교

환도 가능할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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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lock단 의 주차정비 로그램 실행 방안

2.1주차 황 기본조사

블록 간의 주차공간의 교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차정비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재 Housing지역은 총 136 의 법정 주차구획 면을 가지

고 있으며 이는 Housing지역의 체 차량등록 수인 120 보다는 많은

것으로 악되었다.이는 Housing지역은 체 법정 주차구획 면에서 약

88%정도이며,나머지 약 12% (16 )는 주차되어 있지 않은 여유 주차

면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Mixed-use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Non-Housing지역

은 상지에서 총 83 의 주차 구획 면을 가지고 있고,이는 Non-

Housing지역의 차량등록 수 61 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를

통해 Non-Housing지역은 법 주차구획 면 에서 약 73%정도를 제외

한 나머지 27% (21면)정도의 여유 주차 면을 가지고 있었다.따라서 두

지역에서 나타난 여유 주차 면은 체 주차면 수 비 약 10~30%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상 으로 Non-Housing지역이 많은 여유 주차 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10. 두 지역의 기초조사

앞서 주차 황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Housing지역과 Non-Housing

지역의 주차구획 면,불법주차 황,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도식화해면

다음과 같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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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Housing지역 주차공간 도식화

39)본 논문에서는 주거지의 필지 내에 존재하는 주차공간을 상으로 효율

인 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 이 있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면

은 리 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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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Non-Housing지역 주차공간 도식화

2.2주차 황

주차 황 악 결과,주간 Housing지역에서는 체 법 주차장 면수

136면 에서 약 70면 (51%)을 사용하고 있으며,차량등록 수 기 인

120면 (88%)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악되었다.따라서 50면 (약

37%)정도가 주간에는 추가 으로 여유 주차 면으로 확보할 수 있다.이

러한 차이는 Housing지역의 불법주차 수인 48 (Housing지역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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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주차면 136 의 기 으로 보면 약 35%정도의 주차 면)와 비슷한

수치로 악되며,기존 차량등록 수의 여유 주차 면을 제외하더라도 충

분한 여유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단된다.

반면에,Non-Housing지역에서는 주간에 체 83면 에서 평균 41면을

사용하고 있었다.이는 Non-Housing지역 제 주차 면의 약 49%정도의

수치이며,차량등록 수 기 인 61면 (73%)에 약 20면 (24%)정도에 미

치지 못하는 주차 이용을 보이고 있었다. 한,불법주차는 Non-

Housing지역에서 평균 40 로 확인되었고,이는 체 주차 면 83 기

으로 약 48%정도의 주차 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이 수치는 차량등

록 수 기 으로 본 여유 주차면 (27%)을 포함할 때,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치이다.하지만 그만큼 Non-Housing지역은 기존의 여

유 주차 면 (27%)을 고려한다면,추가 인 주차수요를 한 주차공간의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그림 4-13. 두 지역의 주차현황

지역

본 사 현황 사

주차  

( )

차량등

( )

여

주차 ( )
주차 현황

여  

주차 ( )
 주차

Housing
136 120 16 70 50 48

비 100% 88% 12% 51% 37% 35%

Non-

Housing

83 61 21 41 20 40

비 100% 73% 27% 49% 24% 48%

표 4-2. 두 지역의 주차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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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차 황을 기 로 Housing지역과 Non-Housing지역의 주차

공간을 도식화한 모습이다.

그림 4-14. Housing지역 주차공간 현황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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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Non-Housing지역 주차공간 현황 도식화

2.3주차 패턴

다음은 주차 패턴을 통해 주차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주차행태를

악하여 주차공간의 교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Housing지역의 주차패턴은 그림 4-1에서 보듯이 다음과 같은 3가지 주

차 이용패턴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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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거 -> 주거 Ⅱ. 폐쇄  주차 Ⅲ. 상업 -> X

그림 4-16. Housing지역 주차패턴

첫 번째는 거주자가 본인의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차공

간에 주차를 하는 패턴이다.이런 주차패턴을 가진 사용자는 상 으로

주차장의 기능이 떨어진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어 상 으로 편리한 인

주차공간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 확인되었다.특히 주

간에서는 야간에 비해 상 으로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어 서로 간의 불

법주차가 일어나도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악되었다.

두 번째는 폐쇄 인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의 주차패턴이다.

물리 인 근제한으로서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는 철 히 주차공간

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따라서 주차공간의 사용은 으로 거

주자에게 허용되어 상 으로 불법주차를 막을 수 있지만 주차공간의

사용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는 가로 변을 따라 형성된 상업시설의 경우 따로 주차공간을 확

보하지 못해 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상업시설의

면도로는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사유화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마치 사

유화된 주차공간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지역주민들 간의 암묵 인 동

의로 인해 특별히 제제하지 않고 있어 습 으로 사용되어 온 것을 인

터뷰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특별하게 상지역의 상업 역은 주

된 손님은 외부손님보다는 도보권 이내에서 거주하는 주민 혹은 업무지

역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주로 방문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에 한 수요



-69-

는 많지 않다고 인터뷰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Housing지역과 동일한 조사를 통해 Non-Housing지역도 크게 3가지 형

태의 이용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Ⅳ. 업  -> 주거 Ⅴ. 상업 -> 주거 Ⅵ. 상업 -> X

그림 4-17. Non-Housing지역 주차패턴

첫 번째로는 업무지역의 차량이 주거지역의 주차공간을 불법 으로 쓰

고 있거나 면도로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이

미 일부 업무지역에서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해 인 한 주거

지의 주차공간을 주간에 불법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는 상업지역의 차량이 주거지역의 주차공간을 불법 으로 쓰

고 있는 주차패턴을 가지고 있다.이는 첫 번째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로

주간에 비어 있는 인근의 주거지역의 주차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

었다.이러한 형태가 가능한 이유는 주간에 주거지역의 비어있는 주차공

간에 해서 습 으로 주변 업무,상업지역에서 사용해왔고 반 로 야

간에는 업무,상업지역의 주차공간을 주거지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서

로 간의 민원발생이 었다는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 번째는 Housing지역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면도로를 주차공

간으로 사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다만 차이 이 있다면 일부 상

업지역은 주간에 비해 야간에 주차공간이 상 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

에 야간의 주차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주차패턴의 찰을 통해 몇 몇의 주차공간에서는 상호 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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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공간의 교환이 암묵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주차공간의 교환의 원인에는 재의 주차 공간 에서 주차공간

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이다.특히 다세 ·다가구

주택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인허가 당시 무리한 주차구획선 설정으

로 실제로는 주차장 기능을 하기 어려운 주차 면이 상당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진·출입 동선이 열악하고

주차방법도 어려워 건물소유자는 물론 방문자도 사용을 외면하고 상

으로 편리한 불법주차를 선택하도록 하게 만들었다.

그림 4-18. 평행 및 직각주차장 설치 문제

하지만 주차공간의 교환이 일어나는 궁극 인 원인은 체 블록의 주차

면 총량은 으로 부족하지 않지만 서로 간의 주차수요를 감당할 만

한 주차 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상업지역은 손님이 많이

방문하는 녁시간에는 주차공간에 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 해

있는 주거지역에서 주차수요를 감당해 수 있는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

고 업무지역은 주간에 부족한 주차공간에 한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재 주간에 상 으로 낮아진 여유 주차 면을 극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공유한다면 주차수요를 보다 탄력 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다음은 Housing지역과 Non-Housing지역의 주차패턴을 도식화한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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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Housing지역 주차패턴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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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Non-Housing지역 주차패턴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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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공유주차 역

주차패턴을 통해 일부 주차공간에서는 상호 간 주차공간의 교환이 암묵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이를 통해 재 나타나

고 있는 주차공유 상을 합법 인 태두리 안에서 양성화 한다면, 정

인 방향으로 해석하여 공용 주차장의 개념을 도입해 ‘공유주차 역’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공유주차 역’은 본인의 집 아래에 잇는 주

차공간이외에 인 지의 주차 가능한 구역에서 공동으로 주차공간을 사

용한다면 주차수요에 한 탄력성을 높일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차량

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는 주차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임 하여 추가

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따라서 ‘공유주차 역’의 개념은 공용 주차장을

따르지만,실제 사용은 제한된 거주자 내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형

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앞서 주차패턴을 통해 략 인 주차 범 는

략 15m~45m 범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림 4-21. 두 지역의 공유주차면수

재 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차공유의 면수를 확인해보면,. 재

주차공유가 일어나고 있는 공유 주차면 수는 Housing지역의 경우 8 ,

Non-Housing지역의 경우는 8 로 나타났다. 체 주차 면을 기 으로

보면,Housing지역이 약 5%,Non-Housing지역이 약 10%정도로 아직까

지는 주차공유가 활발히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하지만 보다 명확한

범 로 주차공유 범 를 설정해 다면 그 범 는 늘어날 것으로 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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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두 지역에서 확인되었던 략 인 주차 범 를 도식화한 결과이

다.

그림 4-22. Housing지역 공유주차범위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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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Non-Housing지역 공유주차범위 도식화

조사결과, 부분의 주차공유가 서로 맞닿아 있는 필지 혹은 마주보고

있는 필지 내 범 인 15m~45m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배경에는 평소 주차 습 에 기인한 주차행태로 단된다.하지만

‘공유주차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지 의 15m~45m 범 보다 확장된 공

용 주차장의 이용거리범 까지 확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공용 주

차장에 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정 범 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오유경(2003)연구40)에서 밝혔던 공용 주차장 최 보행거리는 202.9m이

40)오유정,200, 정 이용거리 내 주거지 공용주차장의 용량 결정 연구,서울

학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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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박석환(2013)41)연구에서 조사했던 공용 주차장 정 이용거리는

99.75m로 나타났다.따라서 ‘공유주차 역’의 설정은 100m 범 이내에

서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2.5공유주차 구역설정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유주차 역’의 범 는 100m 내외에서 설정이

가능하다.Housing지역은 단일용도로 구성된 지역이기에 100m 범 크기

의 단 로 구분하여 공유주차zone을 설정할 수 있다.반면에 Non-

Housing지역은 재 주거와 상업,업무시설이 혼합된 Mixed-use지역이

기 때문에 단지 공유범 로 구역을 설정하기보다는 지역 간의 주차특성

을 반 하여 주거지역을 한 zone과 상업,업무지역을 한 zone으로

나눠 서로 간의 주차공간의 공유를 유도하는 것이 한 방법으로 단

된다.따라서 Non-Housing지역 내에서 주거를 한 주차zone과 상업·

업무공간을 한 주차zone내에서 히 주차공간을 교환한다면 블록

내부에서 발생하는 최 주차수요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역

공 주차  공 주차  후

주차 현황
여

주차
주차 현황

여

주차

Housing
Inner-zone

70(51%) 50(37%)
27(57%) 20

Outer-zone 43(58%) 30

Non-

Housing

Inner-zone
41(49%) 20(24%)

18(58%) 13

Outer-zone 23(76%) 7

표 4-3. 두 지역 공유주차 설정 전후 변화 비교

다음은 Housing지역과 Non-Housing지역에서 공유주차 역을 설정해

본 그림이다.

41)박석환,2013, 층 일반 주거지 공용주차장 설치 안 연구.서울 학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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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Housing지역 공유주차영역 설정

그림 4-24에서 Housing지역의 경우,Inner-zone과 Outer-zone으로 구

분하여 공유주차구역을 설정하 다.공유주차구역의 설정 후,주차 황

비율과 여유 주차면 수에서는 설정 이 의 수치와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

았다. 하지만, 그림 4-25에서 Non-Housing지역은 Inner-zone과

Outer-zone으로 공유주차구역을 구분하 을 때 공유주차구역 설정 후

에서 주차 황과 여유 주차면 수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 다.즉,

Outer-zone안에는 상업과 업무공간이 많기 때문에 주차 황 비율도

높고 여유 주차면 수가 은 반면에 주거공간이 부분인 Inner-zone은

상 으로 주차비율이 고 여유 주차면 수가 많다.따라서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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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지역은 공유주차구역 내에 교환뿐만 아니라 Inner-zone과

Outer-zone사이의 주차공간의 공유도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4-25. Non-Housing지역 공유주차영역 설정

2.6주차 리 방안

주차zone설정을 통해 공유주차 구역을 설정하 다면 이제는 공유주차

구역 안에서 리방안에 제시하고자 한다.생활권 내에 발생하는 주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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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특성,수요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

형의 주차 리 방안이 필요하다.여기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한다.다음과 같은 주차 리 방안에서 민간주차장(자가

신고)외에는 리 주체가 공공이기 때문에 리 기에는 공공의 지원

보조가 필요한 방식이다.이 에서 기존에 없는 새롭게 제안된 방안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주차 형

리 

리 안 시간
주차

리
주체 원 호

주차

Ticket 시간 료 공공 공공 P-01

쿠폰 시간 료 민간 공공 P-02

단 주· 차 30 내 료 공공 공공 P-03

민간주차

( 가신고)

월 료 민간 민간 P-04

시간 료 민간 민간 P-05

공 주차

( 탁)

월 료 공공 민간 P-06

시간 료 공공 민간 P-07

2 차 주차 월 료 공공 민간 P-08

업주차

1  미만

화 차

1시간 

미만
료 공공 공공 P-09

2 차 주차
1시간 

미만
료 공공 공공 P-10

표 4-4. 주차관리 방안

2.6.1쿠폰 주차장

쿠폰 주차장 제도는 블록 내에 치한 상업,업무지역에서 필요에 따라

주차공간이 필요로 할 때,주차공간을 따로 확보하지 않고 공공으로부터

비교 렴한 가격으로 쿠폰을 구입하고 이를 방문자(이용자)에게 무료

로 제공하는 방식이다.특히,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한 2~3개 사무실이

집한 필지의 주차장은 주차공간에 한 변동사항이 크기 때문에 추가

인 비용을 들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보다 쿠폰주차를 통해서 주차 면

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공동으로 무료 쿠폰을 받은 방문자(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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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까운 곳에 치한 쿠폰 주차장 (공공에서 탁 혹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일정 시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쿠폰 주차장은 주차이용

행태 특성상 앞서 밝힌 100m 이내의 공유주차범 에서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6.2공 주차장

여기서 말하는 공 주차장이란 민간으로부터 민간 소유의 주차 면을

임 하고 이를 다시 기존의 방문자(이용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방식이

다.마포구 연남동의 조사에서 세 수보다 차량등록 수가 은 것은 실

제로 일부 세 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주차 면을 소유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세 주부터 불필요한 주차 면을 공공이

임 계약으로 확보한 후 시장가격보다 렴한 요 수 으로 공 한다.

이런 탁의 방법을 통해 민간은 리의 주체를 공공에게 넘겨 추가 인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공공은 불필요한 주차 면을 확보하여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공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이런 방법을 통해 재 주

차비용이 비싸고 공 은 한정되어 있어 상 으로 불법주차가 용이하

다는 을 고려한다면,민간분야의 주차 면을 활성화를 해 공공이 보

다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2.6.3민간 주차장

민간 주차장은 공 주차장과 비슷한 개념을 가진 방식이다.다만,앞선

공 주차장은 공공이 민간으로 탁받아 운 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에 민간 주차장은 공공에게 민간이 신고하는 방식을 취해 개인이 직

자신의 주차 면을 다른 사람에게 되 는 방식이다.개인이 차량을 소유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계약을 통해 임 해 수 있지만 경우

에 따라서는 시간제,혹은 일일제로 단기 임 를 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민간 주차장 한 개인에게 단순 신고를 통해서 추가 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다만,주차장에 한 정보를 개인이 스스로 제공하기 한계가 있

기 때문에,공공에서는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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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쉽게 근가능 하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겠다.

2.7IT기술을 활용한 공유 주차 시스템

마지막으로 주차공간의 공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IT기술

을 활용한 공유 주차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이는 낯 시간에 비는 주

차공간을 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이용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상호 간의 주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 되

고 있으며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 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주차 편의와 요 할인을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먼 는 공유자 즉,기배정자가 주차가능 시간

를 사 에 공지하면 방문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장 한 주차공간을

검색하게 되고 당한 공간을 찾게 되면 방문자의 차량정보과 주차시간

을 입력하여 주차하게 된다.이후에는 방문자가 주차요 을 결제하는 방

식을 따르면 된다.

그림 4-26. IT기술을 활용한 공유 주차 시스템 개념도

박석환(2013)연구42)에서 밝혔던 공용 주차장 정 보행거리 99.75m 범

42)박석환,2013, 층 일반 주거지 공용주차장 설치 안 연구.서울 학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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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실 할 방안으로 한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단한다.이런 IT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주차장 정보를 제

공하여 당한 곳으로 주차를 유도하여 불필요하게 가로공간에서 차량이

주차장을 찾기 해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여 수 있다.



-83-

제 5장 결 론

제 1 연구의 요약 결론

이 연구는 기존의 주거지 주차문제를 양 인 증가로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질 인 차원에서 주차공간의 리로서 해결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자 하 다.그리고 주차공간의 치와 면수,주차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

의 패턴을 찰하여 실제 주차공간이 서로 간의 공유가 가능할 수 있음

을 보여주고자 하 다.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결론에 이르 다.

첫째, 장조사결과,실제로 주차공간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지의 세 수,차량소유여부 수와 주차면수를 비교해

본 결과,주차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악되었고 따라서 주차문제의 원

인은 주차장 수의 부족으로 한정짓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 내었

다.주차문제의 근본 인 원인은 주차수요에 해 주차공간이 탄력 으

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있다.즉,주간과 야간,주 과 주말 그리고 블

록의 성격에 따라 주차수요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은 여 히 제

한 으로 사용되어 주차공간은 부족하지 않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원인을 유발하고 있었다.따라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탄

력 으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주차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기존 주차공간의 공유를 통

해 주차 리방안을 구 해내고자 하 다.먼 는 인 주차공간 사이에

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을 통해 주차공간을 서로 공유하여 과거에

인식되었던 내 집앞에 있는 주차공간이 아닌 일정 공간 안에서 서로 공

유할 수 있는 ‘공동주차구역’의 설정을 도입하 다.‘공동주차구역’은

재 공용 주차장의 개념을 빌릴 수 있으며 그 범 는 공용 주차장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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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정 이용거리인 99.75m (약 100m)의 범 내외에서 공유주차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공동주차구역’의 설정을 Housing과

Non-Housing의 특성에 따라 몇 개의 zone을 구획하여 그 구역 안에서

주차공간의 공유를 유도하고자 한다.마지막으로는 나눠진 공동주차구역

에서 가능한 주차공간의 리방안을 다양하게 고려해 보았다.먼 는 쿠

폰 주차장 제도의 도입이다.이는 공공에서 주차 쿠폰을 발행하여 상업

과 업무지역에서 단기간 혹은 시간제로 필요로 하는 주차공간을 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필요에 따라 추가 인 주차공간이 필요한

상업과 업무지역에게 합리 인 가격으로 주차장을 쉽게 공 할 수 있는

안이 될 것이다. 한,공공은 민간에서 사용하지 않는 주차 면을 임

하여 다시 이용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실제 조사에 따

르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주차 공간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

을 확인하 고 따라서 이들에게 추가 인 인센티 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은 그들의 불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이러한 방식은 민간이 공공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 이용자에게 바로 되 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민간 주차장 혹은 개인이 공공에게 신고를 통해 주차장을 직 거래할

수 있어 주차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다만,주차

정보는 민간이 스스로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이 주도 으

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차 리 방안이 보다 실질 으로 일어나기 해서는 IT

기술의 활용한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공공은 각 지역의 시

간 별로 주차정보를 확보하여 주차공간에 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

공하고 공 자와 이용자는 그 정보를 통해 자발 으로 주차공유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결국 통합 인 주차장을 리하기 해서는 주차공간에 한 좀

더 세 한 조사가 필요하다.주차문제를 리의 측면으로 해결하기 해

서는 재처럼 형 공 주차장 건설사업 등은 신규 주차장 건설보다는

기존 주차장의 활성화를 해 조사 가능한 범 내에서 모든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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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리가 필요하다.이는 공공이 주도 으로 공 주차장 이외에도

재 가능한 지역의 모든 거주자 주차장을 조사하여 통합 으로 리할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일정 범 정도만 조

사하 지만 주차가 가능한 모든 지역으로 범 를 넓 조사한다면,보다

통합 인 주차장 리방안이 구체 으로 실 화 될 것이다.뿐만 아니라

시행 기에서 공공의 주도 으로 리해야하는 주차 리의 범 가 넓겠

지만,앞으로는 민간에서 주차경제에 따라 자율 으로 움직이도록 모니

터링하는 역할로 그 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를 통해 효율 으로 주차공간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면 주차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재 사회 인식으로 바라

볼 때,외부의 주차수요를 사유화된 주차공간으로 포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기존 주차환경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상으로

집 앞에서 주차하던 차량들을 이동하도록 설득해야 하고 음식 ,가게

등도 손님의 주차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결국 이들을 움직이게 할 인센

티 나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고 지역 체 차원의 공동체의식도 필수

일 것이다.주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실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이러한 근은 최근 도시정비 분

야의 트랜드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경 리 정제도와 비슷한 맥락이

다.따라서 자연스럽게 주차공간의 개선은 의 주도와 함께 주민들과

이해당사자,공공기 ,자치구가 함께 개선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이번 연구는 층주거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해 실증 조사를 바

탕으로 주차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과거에는 큰 단 에서만 주차를 바라보았기에 주차문제의 근본

인 원인을 악하기 힘들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작은 블록 단 에서 주

차 황과 패턴을 악하고 찰하 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차 해결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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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고자 하 으며,이것이 주거지의 보행기능 회복과 정주공간의 재

창출이라는 도시 설계 에서 바라보고자 했다는 에서 이 의 연

구와는 차별화된 연구로서 방향을 제시하 다.

하지만 상지역에서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찰을 통해 체를 다루지

못했다는 이 본 연구의 한계 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향후 연구는

보다 많은 시간과 인력을 통해 주차공간의 리측면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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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efficientuseof

parkingspaces

inalow-riseresidentialarea

Hyun-JoJin

Program inUrbanDesig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Mostlow-riseresidentialareasinSeoulCityweresuppliedduring

1970s and 80s as lots for single houses through the Land

ReadjustmentProject,butas the dwelling pattern transformed to

multiplex and multi-family housing,it called for corresponding

parkingspaces.However,theinfluxofvehiclesandexcesssupplyof

parkingspaceswithnoinfrastructureexpansioncausedunnecessary

vehiculartrafficandillegalparking,consequentlyleadingtoachaotic

parkingenvironmentinmultiplexandmulti-familyareas.Asaresult,

avenuesandopenspacesinfrontofthelow-riseresidentialareasare

occupied with vehicles, aggravating living conditions and the

pedestrianenvironment.

Toaddressthisissue,theCityofSeoulcontinuouslypursuedthe

ParkingSupplyPolicyinmultiplexandmulti-familyareaswithpoor

parkingconditions.SincetheYongsanConstituencyimplemented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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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ParkingPermitProgram onatrialbasis,theentireSeoul

Cityhasadoptedthispolicyalongwithotherprojects,suchasthe

GreenParkingProjectandbuildingpublicparkinglots.Asaresultof

thisseriesofchanges,thenumberofparkinglotsintheentireSeoul

City increasedattherateof4.92% peryearsince2002,andthe

numberofparkinglotsinresidentialareasincreasedaswellatthe

rateof4.38% peryear.Nevertheless,thefactthatparking isstill

causing serious problems in multiplex and multi-family areas

indicatesthatthepoliciesimplementedhavelimitationsin meeting

parkingdemands.Therefore,thisstudyaimstofindwaystomore

efficiently utilizeparking spacesasan alternativeto theexisting

policies.Sinceitseemsdifficulttoresolvetheparkingissuesunder

theexisting policiesofparking lotexpansion,thisstudy seeksto

figureouttheneedforParkingDemandManagementthatraisesthe

efficiency of parking spaces under the current supply-oriented

policies.

To this end,we selected the Yeonnam-dong area in the Mapo

Constituencyandsurveyedthenumberofhouses,parkinglotsand

vehicles.Also,weseparatedHousingareasfrom Non-Housingareas

tofigureouttheutilityrateofparkingspacesduringdaytimeand

night.Accordingtothisresearch,wewereabletoconfirm thatthere

wereenoughparkinglotsforthenumberofvehiclesandthereisno

shortageofparking spacesquantitatively.Inaddition,weobserved

thattheHousingareashavegreaterparkingdemandsatnightthan

during daytime while the Non-Housing areas experienced greater

parkingdemandsduringtheday.From thispoint,weidentifiedthat

thereasonfortheshortageofparkingspacescomesfrom improper

reflection ofparking demands and supply,notfrom the definite

insufficiencyofparkingspaces.Also,thesurveyconfirmedthatthe

currentparkingsystem isnotfittoreflecttheuserpatternsatall.

From thesurvey results,wehaveestablished aplan for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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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ofparkingspaces.Throughtheconceptofparkingspace

exchangesbetweenblocks,weshowedthefeasibilityofthisplanby

seeking waystoorganizeparking andpursuing thephasedaction

plantoactuallyexchangeparkingspaces.Webelieve,ifwesetthe

‘Parking Sharing Zone’by expanding parking exchanges currently

underwayandelicitpeopletoparkinginthesezones, theelasticity

ofparking spaces could be greatly enhanced even withoutthe

expansionofparkingspaces.Onthebasisofthispoint,wesuggest

variousparkingmanagementmethodsasanalternativesolution.This

involves classification between ordinary parking and operational

parking by parking pattern and classification between privateand

publicbydemandandutilizationtomakeproperresponses.Finally,to

realize this parking space exchanges,we anticipated a Parking

Sharing System thatcan sharerealtimeparking information and

manageparkingbytimewithITtechnologies.

Thisstudy began with thecriticalviewpointagainsttheexisting

policydirectiontowardsquantitativesupplyinrespondingtoparking

demandsandmanagement.Wesoughttopointoutthelimitationsof

pastviewpointsontheparking issuesandshow thefeasibility of

efficient utilization of parking spaces by suggesting parking

managementmethodsfrom anew perspective.Tothisend,thisstudy

issignificantforsurveyingtheactualparkingconditionsinthetarget

areasandrealizingtheparkingmanagementmethodswiththephased

actionplan.

keywords:Low-riseresidentialarea,Parkingspace,Parking

DemandManagement,Sharedparking

StudentNumber:201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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