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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1970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주거문제의 대안으로 등장한 한국의 
아파트는 노후화로 인한 많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노
후단지의 주차공간 부족현상은 단지 내외부에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더 많은 자
동차를 수용하려는 요구는 다른 주거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압력과의 충돌
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지 내 공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그
만큼 단지 내 보행로와 녹지공간의 면적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주차공간 
확대 리모델링은 신축공사와는 다르게 단지 특성에 따라 많은 제약조건들이 
존재하며, 주차대수의 확보 뿐 아니라 단지 전체의 동선 체계와 외부 조경
공간 및 부대시설의 위치 등이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공사비용을 
온전히 거주자들이 부담하기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차공간 확대 리모델링 방식의 특성
을 연구·분석하고, 효율성 및 사업성 측면에서 단지 특성에 적합한 계획방
식의 선택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총 6개의 리모델링 완공단지를 대상으로 주차공간 리모
델링 방식의 유형을 분류하고 특징을 살펴본 결과,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이 
가장 선호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단지규모가 작거나 이미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단지의 경우 데크식 주차방식이 지하주차장과 혼합되어 적용되고 있
었다. 지하주차장 신축방식과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의 계획요소를 추
출하여 실제 리모델링 추진단지 중 배치형태가 상이한 두 연구단지에 적용
하고 그 효율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중정형 단지의 경우 데크
+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이 주차효율이 높고 공사비가 저렴하여 효율적이라 
평가되었으며, 평행형 단지의 경우 두 주차방식의 효율성 및 공사비 차이가 



크지 않기에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많은 이점을 갖는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두 연구단지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

건부 가치측정법 (CVM)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주차장 신축
방식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러한 선호의 이유는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으로 조성되는 지상부 녹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단지 경관
의 향상 등의 2차적인 편익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
의 주차방식 선택과정에서 주차공간의 효율성 및 사업성에 대한 체계적 분
석과 함께 리모델링 이후의 2차적인 편익에 대한 조사가 동반되어야 올바
른 가치판단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차공간 리모델링의 주거환경 개선측면에서 고려해야할 계획
요소 및 설계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실제 단지에 세부적인 계획 설계를 적
용함으로써 향후 리모델링 사업방식의 다양화를 유도하는데 그 일차적인 의
의가 있으며, 나아가 리모델링을 통한 사업방식의 궁극적 가치가 양적 개선
이 아닌 질적 개선방식으로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데 최종적인 의의를 가
진다. 

주 요 어 :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차공간 확대, CVM, 효율성, 사업성
학    번 : 201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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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70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주거문제의 대안으로 등장한 한국의 

아파트는 40년이 지난 현재, 전체 인구의 60%이상이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아파트의 부흥을 이끌었던 70-80
년대 노후 공동주택 단지는 주거 성능 저하, 경제적 가치 감소 등의 내적 
문제와 인접지역 슬럼화, 부정적 도시경관 구축 등의 외적 문제들을 발생시
키고 있다.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성능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방식이 선택 가능하지만, 경제적 가치 창출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인해 재건
축 방식을 통한 신축행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주택 경기의 지속적인 침
체로 인하여 재건축 방식의 추진 동력에 제동이 걸린 현 상황에서 노후 단
지의 점진적 개선을 유도하는 리모델링 방식에 대한 관심에 높아지고 있
다.1) 또한 정부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
가 비율을 높이고 수직증축 방식을 허용하는 등 지속적인 법규 완화를 통해 
리모델링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리모델링 방식의 사업
성이 상당 수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리모델링의 계획 범위 또한 기존
의 주호·주동 차원의 성능 개선에서 단지 차원의 주거 환경 변화로 확장되
고 있는 추세이다. 2)

1)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3.「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의 특징 및 현황」, KB Daily 지식비타민 
, 13-67

2) 임호진, 2013. 「리모델링 실무의 이해」, 기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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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노후단지의 다양한 개선요구들에 대한 개별적인 맞춤식 대응이 
가능하다는 리모델링 사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사
업성에 집중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거나, 평면 확장 및 구조, 설
비 성능의 향상 등 주호·주동 측면의 계획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단
지 측면에서 발생하는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도에 비해 미흡
한 실정이다.

 특히, '공동주택 거주자의 리모델링에 대한 의식 및 요구조사'3) 에 따르
면 노후 단지의 거주자가 요구하는 주거환경 개선 요소 중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것이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개선이었다. 완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단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차공간 부족현상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의 변천과정을 살펴
보면 그 원인이 명확해지는데,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 단지의 주차대수와 
현재 주차장 설치기준과 비교할 때 총 주차대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
로 조사된다. 단지계획 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은 이미 다양한 계획방
식들이 시도되어지고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을 포함한 신축 사업과 
달리 기존 건축물의 구조를 활용하면서 증축 행위가 이루어지기에 단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계획방식의 선택이 필수적이다.4)

따라서 본 연구는 단지 배치형태에 따른 주차공간 확대 방식의 관계를 
연구·분석하고, 효율성 및 사업성 측면에서 단지 특성에 적합한 주차장 계
획방식의 선택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3) 최재필 외 4명, 2006. “공동주택 거주자의 리모델링에 대한 의식 및 요구조사”, 「대한건축학회논
문집」, 22(10):103-110

4) 토지주택연구원, 2013. 「노후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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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고찰하는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2008년 이후 리모델링 사업이 완공된 
단지와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리모델
링 완공 단지를 대상으로 주차공간 확대 방식에 대한 계획 요소를 도출하여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분석의 틀로 적용하여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
인 단지 중 배치 특성이 상이한 두 개의 단지를 테스트 배드(Test Bed)로 
설정하여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주차방식의 효율성 및 사업성을 분석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고려되는 계획요소 중 주호 · 주
동 차원의 요소는 연구에서 배제하였으며, 단지 차원의 계획요소 중 주차 
공간 확대 방식의 특성을 중심으로 부대복리서설 및 외부조경시설 간의 연
계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단지의 리모델링과 주차장 관련 제도 및 이론, 연구문헌

을 바탕으로 주차공간 리모델링의 정의 및 개념, 변천과정을 정립한다.
둘째, 국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완공단지를 대상으로 현재 리모델링 사업

의 동향을 분석하고, 단지의 특성에 따른 주차공간 확대 방식의 특징 및 계
획요소간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유형화한다.

넷째, 서울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배치 형태가 상이한 두 개의 연구
단지를 설정하여 각각의 주차방식을 적용한 평가모형을 계획하고 그 효율성
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모형의 공사비용에 대한 지불의사를 묻는 거주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각 주차방식의 선호도를 측정하고 최종적으로 리모델링 사
업 시 주차방식 선택에 따른 비용 및 편익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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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흐름도 

서  론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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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방식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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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확대방식의 특징 분석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 분석

리모델링 완공 단지 사례 분석

배치형태와 주차공간 확대방식간의 관계성 도출

주차공간 확대방식의 효율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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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편익 분석

평가모형에 대한 

공사비용 추정

CVM 방식을 통한

거주자 선호도 분석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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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주차공간 확대 리모델링의 개념
1-1. 리모델링의 정의
리모델링(Remodeling)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

한 대수선 및 증축 행위로 정의된다. 즉, 리모델링이 재건축을 포함한 신축
행위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구조를 유지 · 보존하면서 성능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는데 있다. 

건축물이 노후화되었다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내구성·안전성·기
능성 등이 사용 빈도와 시간 경과에 의해 파손, 파괴 및 성능저하가 발생하
여 초기의 순기능을 상실하거나 대체가능성이 제고되어야 할 상태로 정의되
는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화를 의미하지만, 광의적 의미로서의 노후화는 경
제적·사회적·기능적 노후화 등의 비물리적 노후화까지 포함한다. 5)

먼저, 경제적 노후화란 유지·관리를 포함한 기존 건축물의 실제적 가치와 
개발 행위을 통한 잠재적 가치의 차이를 비교하여 잠재적 가치를 위한 개발
비용보다 실제적 가치를 유지하는 관리비용이 높아지는 경우 경제적 측면에
서 노후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노후화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건축물 효용의 저하로 발생하며, 도시계획의 변경, 도로 신설 및 대지의 용
도 변경 등 상위계획에 의한 사회제도적 변화로 인한 철거 등이 포함된다. 

셋째, 기능상 노후화는 물리적으로는 사용 가능한 건축물이 기능적 측면

5) 김미라, 2001. “공동주택단지의 환경친화적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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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재건축 방식 리모델링 방식

목  적
·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

계획적
특  징

· 단지 배치 및 평면 확장이 용이함.
· 고밀도로 개발되어 도시경관 저해 우려.
· 사업성에 집중시 주거환경 악화 우려. 

· 거주자 맞춤형 설계가 가능함. 
· RC구조의 경우 평면 재구성의 한계 발생.
· 구조 안전 검토 필요.

제도적
특  징

· 사업절차가 복잡하며 사업기간이 길다
·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적용.

· 사업절차가 단순하며 사업기간이 짧음.
· 각종 인센티브 적용 가능.

경제적
특  징

· 분양수익 발생으로 사업성이 높음.
· 공사기간이 길고, 공사비가 높음.

· 세대 증가의 제약으로 사업성이 낮음.  
·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적음.

환경적
특  징

· 다량의 폐기물 발생 
· 신축에 의한 환경 피해

· 건물 수명 연장으로 환경 피해 적음.

사회적
특  징

· 재입주율이 낮음
· 주민 유대관계의 단절 우려

· 재입주율이 높음
· 주민 유대관계의 유지 가능

[참고] 리모델링 총설, 한국리모델링협회, 2014

에서 유용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시대적 요구조건 및 주
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건축물 자체의 초기 기능이 제한되거나 인접 대지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경우, 건축물이 물리적으로 활용 가능한 상태라
도 기능상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노후화의 각 유형들은 단독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는 기타 건축물과 비
교할 때 노후화 원인이 훨씬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방식이 
선택 가능하며, 각 방식의 장단점은 다음 [표 2-1]과 같다. 리모델링 사업
은 재건축과 비교할 때 사업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
만, 세대 증가의 제약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는 정확한 노후화 원인 진단 
및 주민 요구사항 파악에 따른 맞춤형 계획이 필수적이다. 6)

표 2-1. 재건축 방식과 리모델링 방식의 비교

6)  임호진, 2013. 「리모델링 실무의 이해」, 기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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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리모델링 사업의 계획요소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의 계획요소는 공

사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주호 · 주동 · 단지 차원의 계획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주호 차원의 계획요소는 거주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각 단위세대의 성능
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평면 변화 및 설비 개선 등 면적변화가 
없는 대수선 행위와 실 추가 및 증축 등 면적변화가 수반되는 행위로 구성
된다. 

 주동 차원의 계획요소는 세대 전용면적 이외의 공용복도에 대한 성능개
선과 경관을 고려한 단지 이미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며, 공용통로나 코
어, 기단부 및 지붕층의 용도변화를 위한 행위와 주동 색채 및 입면개선 등
의 경관 변화를 위한 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단지 차원의 계획요소는 새로운 주거문화 및 라이스스타일
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단지의 건립시기, 입지조건, 구조형식 등 
단지 고유의 특성과 거주자의 요구사항들이 결합되어 다양한 유형의 리모델
링 계획요소가 도출되어 진다. 주차공간 확대와 외부 조경시설 및 부대복리 
시설의 개선 등이 주요 계획요소로 도출되고, 이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 주
민 커뮤니티 증진,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유도한다. 

주호 차원에서 단지 차원으로 진행될수록 주민간의 협의 과정이 복잡해
지고 공사비용이 증가되어진다. 초기 리모델링의 경우 주호 · 주동 차원의 
계획에 집중되다가 2008년 이후에 단지 차원의 계획으로 확대되어지는데, 
이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법적 제도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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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방 법 의 의

주호
리모델링

세대 내 전용 면적 확장 · 발코니 확장 및 실 증축

복도의 주거 공간 활용 · 주거면적 확장을 위한 복도 실내화

단열 성능 개선 ·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창호 및 단열재 교체

세대 간 소음저감 · 바닥 및 측벽 소음 차단을 위한 내장재 교체

노후 설비의 교체 · 노후 배관 및 소방·전기·통신 설비 교체

욕실 등 노후 공간 개선 · 욕실 내 위생도시 교체 및 재배치

수납효율성 제고 가구 배치 · 수납공간 확보를 위한 인테리어 

비상 시스템 구축 · 응급설비 시스템 및 안전장치 설치

주동
리모델링

공용통로 정비 · 유수유입 방지를 고려한 창호 설치 및 계단 정비

코어형식 변경 ·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

승강기 신설 · 장애인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

무장애 진입 경사로 정비 · 장애인을 고려한 단차 없는 무장애 노면 정비

1층 필로티 설치
· 보행 환경 개선 
· 휴게 공간 및 자전거 보관소, 세대 창고 설치

최상층 공간 활용
· 다락방 및 복층주택 계획
· 주민 휴게공간으로서의 옥상 정원 활용

주동 색채계획 · 단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재도장

입면 개선 · 재료 및 재질의 특화계획을 통한 입면 차별화

단지
리모델링

단지 진입부 · 단지 진입부 광장 및 휴게 공간 설치

안전한 보행로
· 단차 없는 무장애 노면 정비 
· 보차 분리된 보행로 설치

주차공간 확대 · 단지 내 유휴 공간 활용 및 지하주차장 증축

외부 조경시설 교체 · 거주자의 특성을 활용한 휴게 및 놀이시설 계획

커뮤니티 공간 개선
· 기존 커뮤니티 공간 재배치 
· 트랜드에 부합하는 커뮤니티 공간 신설

범죄예방 시설 · 우범예상지대에 가로등 및 CCTV 설치

에너지 절약 기술 · 환경을 고려한 조명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참조]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아이템 50, 국토해양부, 2010

각 유형별의 세부적인 리모델링 계획요소는 [표 2-2]과 같다

표 2-2. 리모델링 사업의 계획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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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규모

(전용면적 : ㎡)

연도별 가구당 설치기준 증가율
(%)1989 1991 1993 1994 ~현재

특별시

60 0.4 0.52 0.6 0.8 0.8 200

85 0.6 0.85 1.0 1.13 1.13 188

135 1.5 1.59 1.8 2.08 2.08 139

1-3. 주차공간 확대 리모델링의 필요성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7)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되어지기를 바라는 계획요소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주차공간 확대에 대한 요구로 조사되었다. 노후 공동주택 단지
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주차공간 부족 현상은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에서 매우 심각하다. 이는 준공 당
시 주차장 설치기준이 세대당 0.4~0.6대로 현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10층 이상의 고층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지하주차장이 보급되지 않았기에 기
인한 결과이다. 

표 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의 변천

한편, 주차공간 확대 리모델링은 [표 2-4]처럼 신축공사와는 다르게 단
지 특징 및 주동 배치형태 등에 따라 많은 제약조건들이 존재하며, 주차공
간 확보만을 위한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동선 체계와 외부 조
경공간 및 부대시설의 위치 등이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경제적 측
면에서 리모델링의 전체 공사비 중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사비가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 만큼 단지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주차 방식을 선택
하는 것이 전체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 8)

7) 최재필 외 4명, 2006. “공동주택 거주자의 리모델링에 대한 의식 및 요구조사”, 「대한건축학회논
문집」, 22(10):103-110

8) 황경진, 2008.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확대방식 선정 의사결정모델 개발”, 「인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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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축 및 재건축 방식 리모델링 방식

계획적
특  징

· 주동 배치 계획 이후에 진행
· 주차공간 확보 및 동선 계획에 유리

· 기존의 주동 배치에 의해 제약
· 주차공간 확보 및 동선 계획에 불리

구조적
특  징

· 별도의 제약 요인 없음
· 주동 층수 증가 및 지하층 확대에 따른 
구조 안전성 문제 야기

경제적
특  징

· 다른 계획요소에 비해 공사비가 부각되지 
않음

· 공사비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

사회적
특  징

· 차량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주변 
교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차량 대수 증가폭이 크지 않음
· 불법주차 감소 등 주변 교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참고] 명재훈,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안, 2011

표 2-4. 주차공간 확대계획 방식의 특징

따라서 주차공간 확대 리모델링은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지만, 단지 특성에 따라 많은 제약조건들이  
연관되어 있고 공사비용을 온전히 거주자들이 부담하기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차공간 확대 방식의 선택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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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분석
2-1. 기존 연구 동향
리모델링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크게 재건축과 비교한 리모델링 관련 정

책 제안 및 리모델링 계획요소에 대한 거주자 선호도조사, 경제성 분석, 공
학적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설계방식의 제안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러나 리모델링이 실제로 시행된 완공단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증적인 연구
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리모델링 계획요소 중 주차공간 확
대방식에 관한 연구는 그 선택에 따라 공동주택 내‧외부의 주거환경, 안전
성, 경제성 등에 큰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차공간 확대방식
의 개념 및 계획적 해결 방안의 제안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 중 연구의 방법에서 유사성이 있거나 연구
의 대상이 동일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김미영 (2003)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기법과 거주자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 주동차원의 리모델링 계획요소들을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
분하여 도출하고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주거개선이 요구되는 노후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리모델링 요구사항 및 
계획요소의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황경진(2007)은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확대방식 선정 의사결정모델 개
발’에 대한 연구에서 노후단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유형의 
주차확대 방식을 도출하고, 각 방식의 장단점을 경제성·시공성·주차환경 측
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계층적 의사결정 기법을 활용하여 영향요인의 중
요도를 산정하고 각 대안의 효율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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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2007)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주차장확대 계획에 영향을 미치
는 계획요인 및 요소에 관한 연구’에서 6가지 유형의 주차 확대방식을 제시
하고 그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주
차장 확대유형과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각 주차방식을 실제 연구 단지에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주차공간 리모델링 계획 
시 고려해야할 계획요소들을 추출하고 분류하였다.

양승우(2008)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주차공간 확보기준에 따른 영향 
연구’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시 건폐율 및 용적률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기준을 제안하기 위해 5개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적
정 주차대수를 도출하기 위한 설계모형을 계획하여 그 효율성 및 공사비용
을 분석하였다. 

윤태원(2008)은 ‘PSM기법을 이용한 아파트단지 주차공간의 가치평가 
및 주민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지상주차로 계획된 노후 단지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차공간의 확보와 옥외생활공간의 개선을 위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가상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거주자가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를 가
지고 있는가를 PSM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명재훈(2010)은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에서 주차장 확대를 위한 사업단계의 프로세스 및 사업주체의 지침서
를 제안하였다. 우선, 공사방식의 규모에 따라 세분화되어 제안된 4가지 맞
춤형 리모델링 계획방식 중 주차장 확대 공사로 범위를 한정하여 각 방식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각 사업단계 별로 거주자·설계자·시공자의 업
무와 책임을 위한 사업관리 매뉴얼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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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 연구의 한계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차공간 확대 방식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다음 6가지의 유형 속에서 각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표 2-5]

그러나 실제 국내 리모델링 완공단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각 계획방식들
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단지의 특성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지기에 기
존 선행 연구가 분석한 계획의 한계점이 도출된다. 그 원인은 기존 연구가 
진행될 당시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실제 리모델
링 완공 사례의 표본이 충분하지 않았음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 완공단지를 살펴보면 주차공간 확대 리모델링은 단순한 
주차공간의 확보 뿐 아니라 단지 경관 · 보행 안전 · 주동 진출입 관계 등 
여러 계획요소들과 연관되어 단지 전체의 주거환경을 증진시키는 의미를 갖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주차공간 확대 방식과 주거환경 개
선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표 2-5. 주차장 확대방식의 유형별 분류

구 분 주차공간 확대 방식 설 명

지 하
· 지하 수직 확대 · 기존 지하구조물을 이용한 주차공간 확대

· 지하 수평 확대 · 주동 사이 공지에 지하주차장 계획

지 상

· 데크 확대 · 지상 주차공간 상부에 데크(Deck)를 계획 

· 별동 신축 · 단지 내 공지에 주차전용 건물 계획

· 필로티 활용 · 주동 1층의 필로티를 활용하여 주차공간 계획

· 건물 상부 확대 · 단지 내 저층건물 상부에 주차공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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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규 검토
3-1. 리모델링 관련 법규
리모델링과 관련된 법규는「건축법」,「주택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각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먼저, 「건축법」은 
리모델링의 정의와 대수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절차 및 설비 관련 기준 등을 명시되어 있다. 「주택법」은 리모델링
의 정의와 증축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추진 시 필요한 사업
절차 및 행위허가와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리모델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연관된 법률
로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리모델링 관련 법규는 아파트의 노후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2000

년 이후 주택 보급률이 안정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주택 유지관리 및 리모
델링을 목적으로 2001년 9월 「건축법 시행령」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매년마다 당해 주택정책의 쟁점을 반영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있
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범위와 관련된 법령은 2002년 3월 「공동주택 
관리령」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2005년 5월 「주택법」에서 보다 구체
화되었는데, 당시 주택법을 살펴보면 주거전용 면적의 30%이내에서 단위세
대 증축 허용과 1층 세대를 주민편의시설 몇 필로티 구조로 변경할 경우 
수직증축 허용 등의 완화조항이 신설되었다. 2010년 1월에는 리모델링 시 
전유부분의 30%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되 기능향상을 위해 주차장, 계단과 
같은 공용부분도 추가 증축으로 인정하였다. 2011년 12월 리모델링법 제도
개선에 따라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수직증축은 불허하였으나 전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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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개정일 주요내용 비고

건축법 
시행령

01.09.15
· 리모델링의 개념 정의
· 건축심의 시 건축기준의 완화 및 적용범위 결정

법적 개념으로 리모델
링 용어 정의

건축법 
시행규칙

01.09.28 · 리모델링 시 증축 범위 규정 대수선 범위에 한정

공동주택
관리령 

02.03.25
· 리모델링 개념 정의 및 행위허가 기준 신설
· 준공 후 20년 경과 시 증축 허용

주택법

03.05.29

· 리모델링 개념 규정
·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도 도입
· 리모델링 행위허가시 관련법령 인허가 의제 처리
· 사용검사, 하자보수 책임규정 신설
·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인정 (대지지분 불변)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시
키기 위하여 리모델링 
개념 도입

03.07.13 · 리모델링 용어정의 개정 (증축의 개념)

05.09.16
·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 증축 허용
· 필로티 구조의 인정 및 최상층 상부 증축 허용

전용 면적 30% 이내 
세대 증축 허용
필로티 설치 시 1개층 
수직증축 허용

07.03.16 · 증축 허용 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변경

12.07.27
· 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 10% 허용
 (수평 및 별동 증축, 세대분할로 한정)
· 증축범위개정을 통한 수평 · 별동 증축 허용

세대수 증가 허용
수평 · 별동 증축 허용

14.04.25
· 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 15% 허용
· 증축범위 개정을 통한 수직증축 허용

세대수 증가 범위확대
수직 증축 허용

대의 10% 범위 내에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을 
허용하였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이하의 소형 평형에 대하여 
전용면적의 4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2013년 4월 주택시장 
정상화 일환으로 발표한 ‘4.1부동산종합대책’에서는 최대 3개층 이내에서의 
수직증축 허용과 전체 세대의 15% 이내에서의 세대수 확대 방안을 발표하
였고 2014년 4월 법제화되었다. 

표 2-6. 리모델링 관련 법규 개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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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별 
전용면적

주차장 설치기준 (대/㎡)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의 

군지역
기타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3-2. 주차장 관련 법규
주차장의 계획 · 설치 · 운영에 관련된 법규는 주차장의 종류 및 구조, 

관리방식 등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진다. 즉, 주차장 설치 기준 및 관리· 운
영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과 「주택법」에서 다루며, 주차행위는 
「도로교통법」, 주차장 설치의 제한 및 완화에 관해서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소방법」에서 적용한다. 이중 공동주택 주차장의 공급규정은 
주차장법과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데, 1979
년 규정된 「주차장법」에서 세대 구분 없이 공동주택의 전체 면적당 주차
대수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다가 1991년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세대 구분에 따른 상세한 주차공간 확보기준이 설정되
었다. 
표 2-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세대당 전용면적에 따라 [표 3-3]과 
같이 지하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기준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설치 의무기준

60㎡ 이하 법령규정 주차장의 30%

60㎡ 초과 85㎡ 이하 법령규정 주차장의 40%

85㎡ 초과 법령규정 주차장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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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주차장 설립기준은 최초 규정부터 현재까지 그 기준이 꾸준
히 강화되면서 개정되어 왔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된 별도의 주차장 
설립기준은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1970-80년대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는 지상 주차장만으로 계획된 
단지가 많고 단지 내 공지 확보도 용이하지 않다. 때문에 주택법 시행령의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주민 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안의 도로 및 어린
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
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신축할 경우 과다한 공사비가 
발생하여 주민의 분담금이 높아지고 사업 자체가 보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많은 완화조항9)이 존재하며 주차
장 설치 기준 역시 각 지자체별로 건축심의를 통해 대폭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방배동 래미안 에버뉴(舊 삼호아파트)’는 현행 건축법
상 30% 이상 확보해야하는 조경면적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지상 자
주식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15% 이상, 지하 자주식으로 설치할 때는 건축
당시 면적의 0.8배 이상만 확보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토록 했다.

9)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6 : 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
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제2항(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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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차공간 확대방식의 특성

1. 기존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공간 확대 방식
1-1.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공간 부족 현상
1970-80년대 대규모로 공급된 공동주택 단지는 2중 혹은 3중 주차가 

발생할 정도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주차공간의 부족 현상은 단지 내 
보행환경을 악화시키고 주민 분쟁이 빈번해지는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
생시키고 있다. 준공 당시 법적 주차대수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의 변화에 따른 차량 소유대수의 급격한 증가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살
펴보면 1970~80년대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는 현재 법적 주차대수의 절반 
수준으로 계획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들은 자체적으
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세대당 1대의 주차대수
도 확보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또한 무리한 주차공간 확대로 인해 단
지의 주거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노후단지의 주차 문제의 현상을 진단하기 위해 우선 수도권 내 
리모델링 추진단지의 주차공간 형태를 도식화하였다. 배치형태에 따른 공지 
확보 방식에 따라 주차공간의 형태가 결정되어지기에 평행형·중정형 배치로 
구분하여 유형화했고, 준공 당시의 주차공간과 현재 주차공간의 비교를 통
해 확장방식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10) [표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의 변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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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평행형 단지의 주차공간 확대 방식
평행형 단지는 1970~80년대 중·저층의 아파트 단지 계획에서 공통적으

로 발견되는 배치형태로 전 세대 남향조망이 가능하고 맞통풍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선호되었다. 또한, 최소의 인동간격을 확보하면서 최대의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초기 아파트 배치의 보편적 형태로 
정형화되었다.11) 배치 계획 시 주동간의 인동거리가 가장 큰 제약조건으로 
기능하며 이에 따라 형성되는 주동 사이공간에 녹지공간과 주차공간이 반복
적으로 형성된다. 외부 공간 및 진입공간의 위치가 같은 방향으로 반복되는 
배치형태로 인해 주차장 및 녹지공간이 분산되며 이웃 간 커뮤니티에도 장
애요소로 작용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 [그림 3-1]은 이러한 평행형단지에서 발견되는 주차방식을 도식화
한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주차형태로 2열 주차방식이 발견되며, 이를 위한 
최소 주동간 이격거리는 21.5m이다.12) 층수가 높아질수록 더 넓은 유휴공
간이 발생하며 15층 이상 37.5m 이상의 인동거리가 확보되면 4열주차방식
도 가능하며 중정형 배치와 비슷한 주차방식을 취하게 된다. 13)

평행형 단지의 동선 체계는 [그림 3-1] a ~ c 와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막다른 길로 계획되어진 쿨데삭(Cul-De-Sac)형의 경우
(a), 순환(loop)형(b)에 비하여 별도의 회차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2중 주차가 발생하여 가장 심각한 주차 혼잡을 유도한다.

평행형 단지의 리모델링 이전 주차확대방식은 2중 주차방식을 허용하면
서 차량도로 폭을 확장하거나 어린이놀이터 등 단지 내 유휴공간을 주차장
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주차대수를 확대하고 있다. [그림3-2] 

이 과정 속에서 주차공간이 보행로 위로 확장되거나 외부 조경공간이 줄
어드는 등 단지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진다. 
11) 전남일, 2010. 「한국주거의 공간사」, 돌베게
12) 2열 주차 폭 16m +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 및 주차장의 이격거리 : 2m * 2) + 보행로 1.5m
13) 4열 주차 폭 32m +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 및 주차장의 이격거리 : 2m * 2) + 보행로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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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평행형 단지의 주차 배치 다이어그램

 

그림 3-2. 평행형 단지의 리모델링 이전 주차 확장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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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정형 단지의 주차공간 확대 방식
중정형 단지는 주로 고층·고밀화된 단지에서 발견되며 평행형 단지에 비

해 더 많은 세대수의 수용이 가능하지만 북향 및 서향 조망의 단위세대가 
발생할 수 있다. 평행형 배치의 경우 최대 용적률 확보의 한계가 190%이며 
그 이상의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행하게 배치된 주동 사이에 직교된 
주동이 추가된 ㄱ자형·ㅁ자형의 중정형 배치가 등장하였다.14) 또한, 층수의 
증가에 따라 마주보는 주동간의 인동거리가 길어지면서 그 사이공간에 주차
장 및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는 정방형의 넓은 유휴부지가 확보되었다. 결국 
중정형 배치방식은 고밀 단지의 최대용적률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도입되
었으며 채광 ·조망 등에 열악한 단위세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다음 [그림 3-3]은 이러한 평행형 단지에서 발견되는 주차방식을 도식
화한 것이다. 평행형 단지의 유휴부지가 선적인 형태를 취하는 반면 중정형 
단지는 면적 유휴공간이 형성되어 주차효율과 차량 동선의 연계가 효율적이
고 다양한 주차계획이 가능하지만, 중정 내부에 차량 및 보행 동선이 혼재
하고 주차공간 및 조경공간이 공존하기에 세심한 계획이 요구된다.  가장 
일반적인 주차형태는 4열 직각주차방식으로 조사되었으며(a), 조경 공간 및 
지하 주차램프 등의 위치에 따라 변형이 이루어진다.

중정형 단지의 리모델링 이전 주차확대방식은 중정 내부의 조경공간을 
축소시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별도의 유휴공
간이 없을 경우 주차공간의 확대가 평행형 배치에 비해 제한적이다. [그림
3-4]

14) 전남일, 2010. 「한국주거의 공간사」, 돌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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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중정형 단지의 주차 배치 다이어그램

그림 3-4. 중정형 단지의 리모델링 이전 주차 확장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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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공간 확대 리모델링의 유형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된 주차공간 확대 리모델링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되며, 각 방식의 특징 및 실제 적용된 리모델링 사례는 다음과 같다.

2-1. 지하 확대방식
1) 지하수평 확대방식
주동과 주동 사이 또는 주동 주변의 공지에 지하주차장을 계획하는 방식

으로 지상주차만 계획된 단지에 지하주차장을 신축하는 행위와 기존 지하주
차장을 수평으로 확장하는 행위로 구분된다. 지상부의 차량 이동이 최소화
되어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넓은 조경공간이 확보되어지지만, 다른 공사방식
에 비해 공사비가 높고 공사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리모델링 완공단지
의 대부분이 지하수평 확대방식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단지로 ‘방
배 쌍용예가 클래식 (舊 궁전아파트)’가 있다. 

2) 지하수직 확대방식
기존 건물의 수직 하부에 신설하거나 기존 지하구조물을 이용하여 지하

주차장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지하구조물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확
대방식이다. 기존에 지하주차장이 조성된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공간 확장방
식으로 활용가능하며, 기초 구조에 영향을 받으므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청담 아이파크 (舊 청구아파트)’의 경우 뜬구조 공법15)을 활
용하여 기존의 지하 2개층 주차장을 지하 3개층의 주차장으로 리모델링하
였다. 

15) 기존 건물의 증 / 개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보존한 상태에서 하중을 기존 기초에서 별도의 구조체
로 전이시켜, 기존 건물의 하부에 지하구조물을 축조하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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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상 확대방식
1) 데크 확대방식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상부에 데크(Deck)를 덮어 주차장이나 

조경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른 공사방식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단축된다는 장
점이 있지만, 저층 세대와의 간섭이 발생하기에 1개층 수직증축이 필수적이
다. 데크 확대방식이 실제로 적용된 단지로는 ‘청담 레미안 로이뷰 (舊 두산
아파트)’가 있다. 

2) 별동 신축방식
단지 내 공지에 주차전용 건물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자주식 진입방식과 

기계식 진입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5층 이하에 주차대수는 200~400대
가 적당하며16), 전체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규모 단지의 경우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주식 별동 신축방식을 적용한 사례
는 ‘행동 신동아 아파트’가 있으며, 기계식 별동 신축방식은 ‘이촌 로얄 아
파트’에서 적용되었다. 

3) 건물상부 확대방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및 상가 등의 저층 건물을 활용하여 그 상부에 주

차장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주차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
이 있지만, 수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적어서 아직까지 이 방식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16) 명재훈, 2010.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안”, 「인천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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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차공간 확대방식의 특징을 도식화하여 다음 [표 3-1]에서 비교하
였다. 
표 3-1. 주차공간 확대 리모델링의 유형 및 특징

구 분 도 해 장 점 단 점

지하수평
확대

· 지상부 보차 분리 가능
· 지상부 조경면적 확보
· 주차 효율이 높음

· 공사비가 높음
· 공사기간이 길다
· 저층 단지는 적용이 어려움

지하수직
확대

· 별도의 공지 확보가 어려울 때
 효율적임 
· 공사기간 중 소음발생 적음

· 공사비가 높음
· 기존 구조와의 간섭이 높음
· 시공이 어려움

데크 확대
· 시공이 비교적 간단함
· 토공사비가 절감
· 데크 상부 조경면적 확보

· 저층세대와의 간섭 발생
· 주동 수직증축 요구

별동 신축
· 기존 구조와의 간섭이 적음
· 공사비가 낮음
· 공사기간이 짧음

· 별도의 공지 필요
· 저층부 세대에 영향
· 유지관리 비용이 높음

건물상부 
확대

· 별도의 공지가 필요없음
· 기존 건축물의 구조보강 및
 동선 연계가 필요

· 제한적인 주차대수 확보
· 공사비 대비 효율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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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모델링 완공 사례 분석
3-1. 리모델링 추진 현황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한 준공 후 15년 이상의 아파트는 약 

8,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17) 2014년 현재까지 리모델링 사업이 
완공된 단지는 다음 [표3-2]의 총 14개 단지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실제 건축허가까지 받
은 단지도 상당수 있었지만, 실제 완공까지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재건축과 
비교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세대수 증가가 허용되지 않았기에 거주자의 
비용부담 즉 주민분담금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표 3-2.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완공단지 개요 (2013년 기준)

단지명
준공년도 동

수
층
수

코어
형식

세대
수

용적률 주차장 시공
업체

계획요소

전 후 전 후 전 후 주호 주동단지

1 오산 외인아파트 1980 2001 1 6 복도식 46 - - - - LH공사 ● ● ○

2 마포 용강아파트 1971 2003 2 5 계단식 60 225.0 225.0 - - 대림산업 ● ● ○

3 압구정 아크로빌 1978 2004 1 14 계단식 56 210.6 233.2 - - 대림산업 ● ● ○

4 한남 힐사이드 1970 2005 5 6 계단식 49 54.0 55.1 44 76 삼성건설 ● ● ○

5 방배 래미안에버뉴 1977 2005 1 12 계단식 96 212.5 259.3 33 68 삼성건설 ● ● ○

6 이촌 로얄맨션 1971 2005 1 12 계단식 82 441.9 443.2 33 102 대림산업 ● ● ●

7 방배 쌍용예가 1978 2006 3 12 계단식 216 218.5 272.3 78 207 쌍용건설 ● ● ●

8 이촌 위브트레지움 1976 2008 1 13 계단식 84 211.7 297.4 33 68 두산건설 ● ● ●

9 당산 쌍용예가 1978 2010 3 13 계단식 284 175.3 243.0 58 285 쌍용건설 ● ● ●

10 도곡 쌍용예가 1978 2011 5 13 계단식 384 189.0 291.7 181 430 쌍용건설 ● ● ●

11 밤섬 쌍용예가 1990 2012 1 12 계단식 90 249.5 402.5 34 99 쌍용건설 ● ● ●

12 청담 래미안로이뷰 1992 2014 1 16 계단식 177 258.0 370.0 116 216 삼성물산 ● ● ●

13 대치 래미안하이스턴 1989 2014 5 16 계단식 354 237.7 346.9 158 461 삼성물산 ● ● ●

14 청담 아이파크 1993 2014 1 19 계단식 108 303.8 423 82 129 현대산업 ● ● ●

출처: 한국리모델링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7) KB아파트 시세조사 단지를 대상으로 준공년도 기준 15년이상 30년 미만 아파트 기준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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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완공단지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완공 단지가  
강남권 혹은 한강변에 집중되어 있으며 5동 이내 15층 이하의 중규모 단지
에서 시행되었다.  

리모델링 계획요소를 살펴보면 최초로 주동단위 리모델링이 시행된 ‘오
산 외인아파트’를 시작으로 주호 · 주동 차원의 소규모 리모델링이 진행되
다가 2006년 ‘이촌 로얄맨션’ 이후 단지 차원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추세는 2005년의 [세대증축 허용] 등 주택법 개정에 근
거하여 리모델링 계획 범위가 확장된 결과로 분석되며 거주자의 리모델링 
요구사항도 초기 리모델링 사업이 물리적 노후화에 따른 성능 개선에 집중
하였다면,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 증축, 주차장 확대 등 단지 주거환경
을 개선하여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제적·기능적 노후화 개선으로 변화
하고 있다.

주차공간 리모델링이 처음 시도된 단지는 ‘이촌 로얄맨션’으로 지하수영
장 공간을 카리프트가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지하수
평방식이 최초로 적용된 단지는 ‘방배 쌍용예가(舊 궁전아파트)’로 주동 사
이공간에 지하주차장을 신축하여 이전과 비교할 때 3배 가까운 주차대수를 
확보하였다. 이후의 리모델링 단지들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
하도록 계획되었으며 그 확대방식은 단지 특성에 따른 제약과 이를 해결하
기 위한 공법의 개발 등에 의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리모델링 완공단지의 사례분석을 통해 주차공간 확대방식
의 특성과 제약요소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계획
요소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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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내 리모델링 완공 단지의 사례
1) 방배 쌍용예가 (舊 궁전아파트)

표 3-3. 방배 쌍용예가 리모델링 전후 비교

방배 쌍용예가  (舊 궁전아파트)

구분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단 지
배 치

준공년도 1978 2006

세 대 수 216 세대 216 세대

용 적 률 218.5 % 272.3 %

층    수 12 층 12 층

코어형식 복도식 계단식

주차대수
78 대

(세대당 0.31대)
207 대

(세대당 0.95대)

주차방식 지상주차 지상주차 + 지하주차 1개층

단 지 
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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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준공된 ‘방배 쌍용예가(舊 궁전아파트)’는 3개동의 판상형 주동
이 남향을 향한 평행형 배치로 구성되었고, 2004년 1월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후 총 1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7년 1월 완공되었다. 2005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시 주거전용면적의 30%이내 증축이 허용되
었고, 최초로 세대증축을 시도한 이 단지를 기점으로 단지 차원의 증축 리
모델링이 시작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방배 쌍용예가’는 리모델링 이전 총 216세대가 거주함에도 총 주
차대수는 78대에 불과하여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하였다. 리모델링 이전의 
주차배치를 살펴보면 2열 직각주차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차공간과 주동 
사이에 10m 폭의 선형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었다. 주동간의 인동거리는 
33~35m로서 지하주차장 조성에 충분한 공지가 확보되었기에 리모델링 사
업 최초로 지하주차장을 신축하는 지하수평방식이 적용되었다. 

리모델링 이후 주차배치도를 살펴보면, 지상주차장은 2개의 출입구를 통
해 접근되어 쿨데삭 방식의 2열 직각주차로 조성되었으며, 지하주차장은 평
행형 배치의 특징상 3개 동의 사이공간에 3열 직각주차방식으로 계획되고 
단지 동측 공지를 활용하여 차량동선을 연계시켰다. 지상과 지하의 차량 동
선은 1개소의 연결램프를 통해 연계되며, 보행 동선은 각 주동의 코어를 통
해 지하주차장과 직접 연결된다. [그림 3-3]

리모델링 전후의 주차대수는 78대에서 207대로 2.65배 증가되었으나, 
세대당 주차 0.95대로 현재 법적 주차대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계
획되어 있다. 또한 지상과 지하 주차방식 모두 쿨데삭의 주차형태를 취함으
로 인해 순환(Loof)식 동선 연계가 어렵고 연결램프도 1개소에 불과하여 
지상과 지하 주차 연계가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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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방배 쌍용예가 리모델링 후 주차계획도

지상 주차장

지하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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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산 쌍용예가 (舊 평화아파트)

표 3-4. 당산 쌍용예가 리모델링 전후 비교

당산 쌍용예가  (舊 평화아파트)

구분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단 지
배 치

준공년도 1978 2010

세 대 수 284 세대 284 세대

용 적 률 175.3 % 243.0 %

층    수 12 층 13 층

코어형식 복도식 계단식

주차공간
58 대

(세대당 0.20대)
285 대

(세대당 1.0대)

주차방식 지상주차 지상주차 + 지하주차 2개층

단 지 
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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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당산동3가 559번지에 위치한 평화아파트 단지는 1978년 준공 
후 30년이 지난 15층의 복도식 아파트 3동이 내부 중정을 공유하는 전형적
인 중정형 배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후된 단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7월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었고, 총 27개월의 공사기간을 통해 
2010년 10월 완공되었다. 주요 계획요소로 세대면적의 확장과 재구성, 코
어구성 변경 및 외관 개선 등 주호 및 주동 리모델링과 함께 지하주차장 신
설 및 외부 조경 시설 설치 등 단지 리모델링이 적용되었다. 

단지 리모델링 계획 요소 중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였던 것은 혼
잡한 지상 주차공간 정비 및 확충에 대한 해법이었다. 

리모델링 이전의 지상주차장은 4열 직각주차방식의 주차장영역과 조경영
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2열 주차방식의 주차공간이 단지 내 순환도로에 
설치되어있었다. 총 284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은 지상주차 58대
만 수용할 수 있기에 단지 내 주차문제가 심각하였다.

리모델링 이후, 2개층의 지하주차장을 신설하고 기존 58대의 주차공간을 
285대로 확대했으며, 지상부의 중정은 주차공간을 최소화하여 보행 안전성
을 확보하고 옥외조경시설을 계획하였다. 또한 부족했던 경로당, 보육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은 지하주차장에 접한 각 주동의 지하 PIT층에 배치되었
다. 특히, 이 단지에는 기존 1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확보 및 주동 진출입 
개선을 위하여 주동 전체 필로티를 계획하였으며, 1개층 수직증축을 통해 
기존 세대수를 확보하고 내진설계 등 구조 보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하주차장과 주동 하부 부대복리시설이 접하는 공간에 선형의 선큰
(Sunken)을 설치하여 지하층과 지상층의 동선을 연계하고, 지하주차장과 
부대복리시설의 채광 및 환기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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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방배 쌍용예가 리모델링 후 단지 현황

단지 내 중정 지하주차장

지하층 Sunken

지하주차장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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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곡 쌍용예가 (舊 동신아파트)

표 3-5. 도곡 쌍용예가 리모델링 전후 비교

도곡 쌍용예가  (舊 동신아파트)

구분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단 지
배 치

준공년도 1978 년 2011 년

세 대 수 384 세대 384 세대

용 적 률 189.0 % 291.7 %

층    수 12 층 13 층

코어형식 복도식 계단식

주차공간
181 대

(세대당 0.47대)
430 대

(세대당 1.12대)

주차방식 지상주차 지상주차 + 지하주차 2개층

단 지 
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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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도곡동 933번지에 위치한 동신아파트 단지는 1978년 준공되었으
며 총 6동의 복도식 아파트와 상가동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리모델링 추
진 과정에서 5개동만 리모델링을 수행하고, 남은 1개동과 상가동은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하였다. 2008년 11월 착공을 시작하여 31개월의 공사기간이 
걸려 현재의 모습으로 리모델링되었으며 현재까지의 리모델링 사례 중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단지이다. 주요 계획요소로 세대 면적 확장 및 코어구성 변
경, 배관설비 교체 등 ‘당산 쌍용예가’에서 도입된 방식이 대부분 적용되었
다. 

기존 단지의 배치형태를 살펴보면 최대 8호조합의 판상형 주동이 남향을 
향해 평행 배치되어 있으며, 주동 전면에는 폭 10m이상의 완충 녹지가 계
획되었다. 층수가 15층 이상으로 동간 인동거리에 따른 넓은 공지가 확보되
었지만, 주차방식은 2열 직각주차로 계획되었고 총 주차대수는 181대로 세
대당 0.47대 수준이었다. 리모델링 이후 2개층의 지하주차장을 신설하여 주
차대수가 181대에서 439대로 239대가 증가하였으며, ‘당산 쌍용예가’의 경
우 지하주차장에서 주동으로의 직접적인 연결이 불가능하였지만, 이 단지의 
경우 직접 주동 코어와 연결되어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각 주동의 지
하층에는 세대 창고와 문고, 회의실,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섰다. 

반면, 이 단지의 수직증축은 5개동 중 1개동에만 계획되었는데, 수직증
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동에서는 필로티가 계획되지 않아 1층 세대의 프
라이버시에 간섭이 발생하였고, 지하층의 지하주차장과 부대복리시설은 충
분한 채광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또한 본 사례처럼 평행형 배치의 단지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각 주동마다 비상 동선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세
대증축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주동사이의 공지 면적이 축소되어져 리모델링 
이후 오히려 조경면적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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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밤섬 쌍용예가 (舊 호수아파트)

표 3-6. 밤섬 쌍용예가 리모델링 전후 비교

밤성 쌍용예가  (舊 호수아파트)

구분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단 지
배 치

준공년도 1990 년 2012 년

세 대 수 90 세대 90 세대

용 적 률 249.5 % 402.5 %

층    수 10 층 12 층

코어형식 복도식 계단식

주차공간
34 대

(세대당 0.37대)
99 대

(세대당 1.10대)

주차방식 지하주차 필로티 지상주차 + 지하주차

단 지 
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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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현석동 118번지에 위치한 마포 호수아파트는 1990년 준공
되었으며, 전세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입지적 장점을 가진 10층의 단독 
아파트 단지였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 최고의 화두는 2개층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허용여부로, 바로 단지 정면에 고속화도로가 접하여 
5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저층 세대 거주자의 조망 확보를 
위해 최대 2개층의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세장
한 필지의 좌우측 공지를 활용하여 수평증축을 계획하였다. 결국, 최종적으
로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동은 1~2층 세대는 필로티 구조로 전환하면서 2개
층을 수직 증축하였고, 좌우 폭이 62.4m에서 97.7m로, 전후 폭은 14.5m에
서 17.0m로 수평 증축되었다. 또한, 기존 주호는 기존 2bay에서 3bay로 확
장되고 측면세대는 3면 개방형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수평·수직의 복합 증축이 계획되면서 단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승하였지만, 필로티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우선 기존의 지하주차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1층 필로티를 데
크식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기존 34대의 주차공간이 리모델링 후 99대로 2
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2층 필로티는 세대 창고 등 부대복리시설로 활
용하여 주민 편의를 배려하였고, 데크 상부와 주동 옥상을 활용하여 놀이
터, 세대별 텃밭 등의 조경 공간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증축으로 인한 건폐율 증가로 인해 지상부 외부 공간은 매우 협
소해졌고 이마저도 레벨 극복을 위한 계단 및 경사로로 활용되어, 단지 내
외부의 완충 공간 및 서비스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하주차장과 
데크식 주차장이 별도의 영역으로 계획되어 각각의 진출입구로 분리되기에 
동선 상의 연계가 불편하고 관리상의 제약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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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담 래미안로이뷰 (舊 두산아파트)

표 3-7. 청담 래미안로이뷰 리모델링 전후 비교

청담 래미안로이뷰  (舊 두산아파트)

구분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단 지
배 치

준공년도 1992 년 2014 년

세 대 수 177 세대 177 세대

용 적 률 258.3 % 370.7 %

층    수 15 층 16 층

코어형식 복도식 계단식

주차공간
116 대

(지상 66대 + 지하 50대)
(세대당 0.65대)

216 대
(데크 54대 + 지하 162대)

(세대당 1.22대)

주차방식 지상주차 + 지하주차 2개층 데크 주차 + 지하주차 2개층

단 지 
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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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준공된 ‘청담 두산아파트’는 177세대가 거주하는 15층의 단독형 
단지이다. 1개의 주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3개의 단위세대가 L자 형태로 
연결되어 내부의 중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강변에 바로 인접하여 조망이 
우수하다. 2008년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고 31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4년 ‘청담 래미안 로이뷰’로 리모델링되었다.

기존의 단지는 지상주차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116대의 주차대수
를 수용할 수 있었지만 세대당 0.65대 수준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였다. 또
한 단지 내 공지의 대부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조경면적 또한 매
우 부족하였다. 리모델링 완공단지의 이전 리모델링 사례들이 지하주차장이 
부재하고 지상주차장만 존재하였기에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을 통해 주차문제
를 해결하였다면, 이 단지는 기존 2개층의 지하주차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
어서 다른 방식의 해결책이 요구되었다. 때문에 주동을 수직 증축하여 1층
을 필로티공간으로 계획하고 지상부에 데크식 주차장을 신축하는 방식이 리
모델링 사업 최초로 시도되었다. 기존의 지하주차장은 단지 내 공지를 활용
하여 수평증축을 통해 주차효율을 높이고 주차대수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
해 기존 주차보다 100대가 늘어난 총 216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었으며, 
데크 상부에는 조경공간이 확보되어 단지의 쾌적성을 높였다.  

그림[3-4]의 데크식 주차장 평면을 보면 3열 직각주차방식으로 계획되
었으며, 총 2개소의 차량 진입구로 진입하여 1개소의 램프를 통해서 지하주
차장과 연결되어 있다. 필로티 공간의 하부는 커뮤니티 시설 및 세대 창고
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이 분리되면서 단지 내 보행환
경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데크식 주차방식을 활용하면서 비상 동선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7m 높이의 데크 옹벽이 형성되어 단지 주변부의 보행환경
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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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청담 래미안로이뷰 리모델링 후 주차 계획도

데크식 주차장 평면도

지하 주차장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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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2층 평면도

주차장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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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치 래미안하이스턴 (舊 우성2차아파트)

표 3-8. 대치 래미안하이스턴 리모델링 전후 비교

대치 래미안하이스턴  (舊 우성아파트)

구분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단 지
배 치

준공년도 1992 년 2014 년

세 대 수 354 세대 354 세대

용 적 률 237.7 % 346.9 %

층    수 15 층 16 층

코어형식 계단식 계단식

주차대수
158 대

(세대당 0.45대)
461 대

(세대당 1.30대)

주차방식 지상주차 지하주차 2개층

단 지 
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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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준공된 ‘대치 래미안하이스턴 (舊 우성2차 아파트)’은 5개의 판
상형 주동이 남향을 향해 평행형 배치되어 있으며, 주동의 층수는 최대 15
층이며 지하주차장은 계획되지 않았다. 2008년 리모델링 조합이 인가된 이
후 총 6년의 시간이 지난 후 27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4년 2월 완공
되어졌다. 

주요 계획요소를 살펴보면 총 354개의 가구가 전용면적 85㎡에서 110㎡
로 30%의 면적이 세대증축 되었으며 리모델링 최초로 세대분할을 통한 선
택형 부분임대가 시도되었다. ‘당산 쌍용예가‘, ’청담 래미안로이뷰‘의 사례
처럼 수직증축을 통해 전 세대를 한 개 층 상향 배치하고 지상층은 필로티
공간을 조성하여 독서실, 보육시설 등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남동측의 진입마당에 별동의 3층 커뮤니티 건물을 신축하고 헬스장, 관리실 
등을 설치하여 단지의 주거환경을 향상시켰다. 

리모델링 이전의 주차대수는 세대당 0.45대의 158대가 계획되었으며, 평
행형 배치임에도 불구하고 중정형 배치에 가까운 주차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이전의 평행형 단지들이 2열 직각주차방식을 택하고 주동 앞 완충녹지
를 계획하였다면 ‘대치 래미안하이스턴’은 3~4열 주차방식 등 다양한 주차
형태가 혼합되어 있었다. 반면 단지 내 녹지공간은 남서측의 어린이공원을 
제외하면 전무한 상태이고 대부분의 단지 내 공지가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리모델링 이후의 주차방식은 이전 평행형 단지와 동일하게 2개층의 지하 
주차장을 신축하여 46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지하2층까지 주차장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코어를 설치하였다. 또한 지하주차장을 통합적으로 연
계하여 단지 내 차량동선을 최소화하고 지상부를 보행만이 가능한 녹지공간
으로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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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지금까지 완공되어진 리모델링 단지들은 표본수가 적고 단지마다 제약조
건이 상이하여 일반화된 계획유형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계
획 과정 속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계획 요소들이 발견되었고, 이 계획요소
간의 상호관계성에 의해 단지 주거환경의 개선 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분석 대상 6개 단지를 주차공간 확대방식, 부대복리시
설 및 외부 조경시설 계획 방식 등 세부 계획요소로 구분하여 그 관계성을 
분석해보았다. 

1) 주차공간 확대방식
 지상주차만 계획된 기존의 리모델링 단지들은 모두 지하주차장 신축방

식을 채택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였지만, 부지가 협소하거나 기존에 지하주
차장이 설치된 단지의 경우는 새로운 주차방식이 적용되어졌다. 즉, ‘밤섬 
쌍용예가’의 경우 대지가 협소하여 별도의 공지확보가 불가능하였기에 주동
의 필로티공간을 조성하여 주차대수를 확보하였으며, ‘청담 래미안로이뷰’는 
기존의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있었기에 데크식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대수
를 확대하고 데크 상부에 조경공간을 확보하였다. 

반면, 같은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을 채택하였음에도 주동의 배치 형태에 
따라 주차효율 및 주동진입방식에 차이가 발생한다. 중정형 배치형태를 갖
는 ‘당산 쌍용예가’는 단지 중앙의 넓은 공지 확보가 가능하기에 지하주차장
의 시공이 용이하였으며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성능개선이 가능하였지만, 평
행 배치형태의 단지들은 주동과의 간섭에 의해 주차 효율이 감소하였으며, 
지하 연결 램프 및 비상동선 계획 등 주차동선의 연결에 있어 세심한 고려
가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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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면, 대지 내 공지 확보가 용이한 단지는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을 
선택하였고 중정형 단지는 평행형 단지에 비해 주차 면적의 확보가 용이하
며 주차효율이 높다고 분석되었다. 반면, 대지 면적이 협소한 단독형 단지
나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고층 단지의 경우에는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
을 사용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였다.

 지금까지 리모델링 사업의 주차 방식의 선택은 높은 공사비에도 불구하
고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데크식 주차방
식의 경우 1개층 수직증축이 수반되어야 하며, 별동 주차방식은 단지 내 별
도의 부지 확보가 필수적이었기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직
증축방식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었고 앞으로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지하
주차장이 설치된 곳들이 많아 데크+지하주차장의 혼합방식의 선택 또한 증
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부대복리시설 및 외부조경시설 계획 방식
 ‘부대복리시설’이란 단지 내 입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생활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주민 공동시설로써 입주민들의 공동생활을 지원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부족한 부대복리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은 별동 신축
방식과 주동 증축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주동의 
하부를 활용하는 주동 증축방식이며 ‘청담 래미안로이뷰’의 경우만 별동 신
축방식으로 계획되었다.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이 적용된 단지들은 주동의 지
하 피트(Pit)층을 활용하여 경로당, 보육시설, 세대 창고 등의 부대복리시설
을 확충하고 있으나 자연채광이 불가능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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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단지의 외부조경시설의 계획 방식을 살펴보면 단지 지상부의 대부
분의 면적을 차지하던 주차공간이 리모델링 이후 외부 조경시설로 치환되어 
50%에 가까운 녹지면적을 확보하였다. 외부 조경 시설은 다양한 휴게시설
과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되어 주민의 커뮤니티를 향상시키고 
단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지상부의 차량통행을 최소화
시켜 단지 내외부의 보행 환경과 안전성이 개선되었고 저층 세대의 프라이
버시가 확보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리모델링 완공단지들은 주차공간 확대, 부대시설 확충 
및 조경면적 증가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 성능을 
신축 및 재건축 단지와 견줄 정도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단지 차원의 계획
요소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단지 현황에 따라 다양한 계획방식의 선택
이 가능하지만, 각 계획요소들이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종합
적인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설계 프로세스의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주차공간 확대 방식의 선택은 부대복리시설의 위치와 외부조경시
설의 형태를 결정할 뿐 아니라 전체 사업비의 절감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높다.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을 적용한 단지는 보차분리로 인해 지상부의 넓
은 녹지공간이 형성되어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단지의 안전성이 높아졌다. 
반면,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을 적용한 단지는 데크 상부에 녹지공간이 
형성되어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시공방식이 비교적 간단하여 공사비가 절감
되는 장점이 있다. 

다음 [표 3-9]는 리모델링 완공사례에서 도출된 주차공간 확대 방식과 
주동 배치형태와의 관계와 부대복리시설 및 외부조경시설과의 연계를 도식
화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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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리모델링 완공단지의 주차방식 비교

구 분 방배 쌍용예가 당산 쌍용예가 도곡 쌍용예가

배치 
형태

평행형 배치 중정형 배치 평행형 배치

주차
방식

지하수평방식 지하수평방식 지하수평방식

변경전 지상주차 78대 지상주차 58대 지상주차 181대

변경후 지하주차 1개층 207대 지하주차 2개층 285대 지하주차 2개층 430대

비고 129대 증가 227대 증가 249대 증가

구분 밤섬 쌍용예가 청담 래미안로이뷰 대치 래미안하이스턴

배치 
형태

평행형 배치 중정형 배치 평행형 배치

주차
방식

건물상부확대방식 데크+지하수평방식 지하수평방식

변경전 지하주차 34대 지상+지하주차 116대 지상주차 158대

변경후 지하+필로티주차 99대 데크+지하주차 216대 지하주차 2개층 461대

비고 65대 증가 100대 증가 303대 증가

■ 주차장    ■ 아파트    ■ 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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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차공간 확대방식의 효율성 분석

본 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지하주차장 신축방식과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을 실제 대상지에 적용하여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선행연구에서 분
석된 주차방식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서울시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단지의 주동 배치가 상이한 연
구단지 두 곳을 선정하여 각 단지의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차
공간 리모델링 방식 중 지하수평방식과 데크+지하수평 혼합방식을 각각 적
용하여 평가 모형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평가모형을 주차1면당 
요구면적과 총 주차동선의 길이 등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주차효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1. 대상지 선정
1-1. 연구단지 선정기준
본 연구의 평가모형 수립을 위한 연구 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서

울시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을 조사해보았다. 2013년 기준으로 총 22개의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되며 강남구, 강동구 등 강남권 
영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1992년에서 1994년에 준공된 
20~22년이 경과된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5개
동 이하의 고층 중규모단지들의 빈도가 높았다. 

리모델링 추진단지 중 1994년 이전에 준공된 단지는 연구단지 후보군에
서 제외하였다. 1994년 당시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현재의 주차기
준과 차이가 없기에 이미 현재의 법정주차대수를 확보하여 단지 내 주차문
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18) 한편, 단지의 배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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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단 지 명 세대수 동수
준공
연도

연식 층수
배치
형태

지하주차장 
유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 2단지 1,753 11 1992 22 15 혼합형 N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 822 6 1992 22 15 평행형 N

 서울 강동구 둔촌동  프라자 354 4 1984 30 15 중정형 N

 서울 강동구 둔촌동  현대2차 196 2 1988 26 10-12 중정형 N

 서울 강서구 염창동  우성3차 196 2 1993 21 10-15 중정형 N

 서울 양천구 신정동  쌍용 270 2 1992 22 15 중정형 N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삼익골든맨션 50 1 1971 43 7 단독형 N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현대2차(사원) 214 2 1988 26 10-13 평행형 N

 서울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 1,162 8 1992 22 15 중정형 Y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현대 211 3 1994 20 5-15 단독형 Y

 서울 강동구 둔촌동  현대3차 160 1 1988 26 12 단독형 N

 서울 강동구 상일동  중앙하이츠 410 5 1992 22 11-13 평행형 N

 서울 강서구 등촌동  부영 712 7 1994 20 13-15 평행형 Y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강타운 990 11 1993 21 15 평행형 Y

 서울 광진구 자양동  우성1차 656 6 1988 26 13-15 중정형 N

 서울 광진구 자양동  우성2차 405 3 1989 25 15 평행형 N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576 14 1978 36 12-13 혼합형 N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안 약수 440 5 1986 28 10 중정형 N

 서울 종로구 창신동  쌍용 1차 585 5 1992 22 9-14 중정형 Y

 서울 강동구 둔촌동  현대 1차 498 5 1984 30 11-14 중정형 N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남 299 2 1992 22 15 중정형 N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 540 7 1992 22 15 중정형 Y

출처: 한국리모델링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13.05 기준)

태 및 지하주차장 유무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단지 내 공지 조성방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하였다. 

즉, 1994년 이전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중 단지 규모 및 연식이 유사
하고 지상주차장만 설치되어 주차문제가 심각한 후보단지를 선별하였고, 최
종적으로 중정형 · 평행형의 배치형태가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연구단지 두 
곳을 선정하여 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 

표 4-1. 서울시 리모델링 추진단지 현황

18) [표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의 변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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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개요 단지 배치

위    치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603

준공년도  1984.12

대지면적  22,065.16 ㎡

세 대 수  354세대

용 적 률  196%

층     수  12-15층

동     수  4 개 동

배치형태  중 정 형

주동형식  판 상 형

코어형식  계 단 식

단위세대
 전용 84㎡ – 2bay
 전용 109㎡ – 3bay

주차대수
 311대
 (세대당 주차대수 : 0.77대)

주차방식  지상주차장

1-2. 연구단지 개요

1) 둔촌 프라자 아파트
 1984년 준공된 둔촌 프라자 아파트는 총 35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4개의 판상형 주동이 중앙의 공지를 둘러싼 중정형 배치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주차방식은 지상주차장만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당 0.77대 수준의 총 
311대의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다. 단위세대는 2bay의 전용 84㎡와 
3bay의 109㎡로 구성되며 공용부는 계단식 코어방식으로 조직되었다. 주동
의 최고 층수는 15층이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계획되었다.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어 건축허가까지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 4-2. 둔촌 프라자 아파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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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개요 단지 배치

위    치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30-4

준공년도  1984.11

대지면적  27,510.85㎡

세 대 수  498세대

용 적 률  190%

층     수  11 - 14층

동     수  5개동

배치형태  평 행 형

주동형식  판 상 형

코어형식  계 단 식

단위세대  전용 84㎡ – 2bay

주차대수
 368대
 (세대당주차:0.74대)

주차방식  지상주차장

2) 둔촌 현대1차 아파트
1984년 준공된 ‘둔촌 현대1차 아파트’는 총 49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5개의 판상형 주동이 두 개의 중정을 공유하며 그 중 10호 조합으로 구성
되어진 3개의 주동이 평행형 배치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주차 방식은 지상
주차만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당 주차대수 0.74대 수준의 총 368대의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다. 단위세대는 2bay의 전용 84㎡로 구성되며 공용부
는 계단식 코어방식으로 조직되었다. 주동의 최고 층수는 14층이며 철근콘
크리트 구조로 계획되었다. 

‘둔촌 현대1차 아파트‘ 역시 ’프라자 아파트‘와 동일하게 노후된 주거환경
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어 행위허가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으나 주민분담금 확보문제 등에 의해 현재는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 4-3. 둔촌 현대1차 아파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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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방식의 적용
2-1. 평가기준의 설정
지하주차장 신축방식과 데크+지하주차 혼합방식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통의 규칙을 적용하였다. 
먼저, 두 방식 모두 주동의 세대증축과 수평증축은 계획요소에서 제외하

였으며 1개층 수직증축을 통한 1층 필로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 전
제로 하였다. 주동과 주차장의 연결방식은 주차장에서 지상의 외부공간을 
거쳐 각 주동으로 진입하는 지상간접진입방식을 공통적으로 가정하였다.

계획 주차대수는 현재 세대수를 기준으로 법적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이
를 최소한의 계획주차대수로 설정하였다.19) 주차공간 계획은 직각주차방식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대형주차를 고려하여 7.5m이상의 기둥 간격을 
기본 모듈로 적용하였다. 동선 계획은 쿨데삭(cul-de-sac)형의 막다른 길
은 최소화하였고 순환(Loop)형 동선 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차량
의 진출입구 및 주차램프의 개수는 두 방식 모두 동일하게 계획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획된 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효율성과 사
업성을 분석하였다.

주차방식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각 평가모형의 주차1면당 계획면
적과 총 주차동선의 길이를 측정하였으며, 그 값이 적을수록 주차효율이 높
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차방식의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평가모형의 주차1면당 공사
비와 세대당 분담금을 도출하고 그 값이 적을수록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
석하였다.

19) 표 2-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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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정형 단지의 주차공간 리모델링 계획

1) 현황분석
a) 주동 배치
총 354세대가 거주하는 ‘둔촌 프라자 아파트’는 6호 조합으로 구성된 4

개의 판상형 주동이 단지 중앙의 녹지공간을 공유하는 중정형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1동과 2동은 2bay의 전용면적 84㎡ 단위세대로 구성되며, 3
동과 4동은 3bay의 전용면적 109㎡ 단위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b) 외부공간 및 부대시설 배치
4개의 주동으로 위요된 단지 중앙 녹지 공간은 어린이놀이터 및 잔디마

당으로 활용되며, 단지 내 도로와 최대 2.5m의 레벨차를 형성하며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과 인접하여 단지의 주요 커뮤니티 장
소로 활용되고 있으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 조경공간이 주차공간으
로 변경되었다. 단지 외곽의 녹지공간은 산책로 및 세대텃밭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3개층의 근린상가가 단지 주출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c) 주차 현황
단지의 총 주차대수는 311대로 세대당 0.77대만이 계획되어졌다. 대부분

의 주차공간은 단지 외부를 순환하는 도로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단지 내부
중정에도 레벨차를 극복하며 주차공간이 일부 조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중
정형 단지의 배치 계획을 살펴보면 내부 중정에 집약적으로 주차공간이 배
치되고 단지 주변부는 완충녹지가 조성되지만, 이 단지의 경우는 단지 주변
부의 순환도로를 따라 주차공간이 구획되고 단지의 내부 중정은 구릉 형태
의 조경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54 -

주동 배치 외부공간 및 부대시설 배치

주차 현황 동선 체계

주차방식은 직각주차와 45도 주차방식이 혼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차
도가 법적으로 규정된 6m의 도로 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d) 동선 체계 
주요 차량 동선은 단지의 외곽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고 중정의 

차량진입은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중앙 녹지공원을 일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레벨차로 인하여 주차
효율이 높지는 않다. 단지 내 차량 진출입구는 2개소로 계획되었으며 보차
혼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4-1. 둔촌 프라자 아파트 단지 현황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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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1 : 지하주차장 평면도

2) 주차공간 리모델링 방식의 적용
a) 지하주차장 신축 방식
354세대가 거주중인 ‘프라자 아파트‘의 법적 주차대수는 497대이며, 지

하주차장 신축방식을 적용한 계획 주차대수는 498대를 확보하였다. 이는 세
대당 1.4대의 수준으로 이전 주차대수와 비교하여 187대가 증가되었다. 지
하주차장의 총 계획면적은 14,844㎡ 이며, 주차1대당 요구면적은 27.82㎡
이다. 전체 주차 동선의 길이는 총 1,000m로 측정된다. 

그림 4-2. 둔촌 프라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신축방식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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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주차장 신축 방식을 적용하면서 지상부의 차량 통행을 최소화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넓은 조경공간의 확보가 가능해졌다. 반면, 단지 내부 
중정 영역과 단지 주변 영역의 주차효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고 중정형 배
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45도 틀어진 2동에 의해 주차의 축열 설정에 간
섭이 발생하였다. 또한 단지 주변부의 주차공간은 대지의 형상이 부정형이
기에 가용할 수 있는 주차계획영역을 확보가 어려웠으며, 두 영역의 연결 
통로 확보에 있어 주동간의 간격이 협소하여 주차 동선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림 4-3. 둔촌 프라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신축방식 단면도

대안 1 : 지하주차장 단면도

b) 데크+지하주차장 복합 방식
데크+지하주차장 복합 방식을 계획하며 계획주차대수는 지하주차장 신

축방식과 동일하게 498대를 설치하였고 주차효율이 높았던 중정 영역에 집
중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였다. 총 계획면적은 13,304㎡이며 주차 1면당 
소요면적은 26.71㎡, 주차 동선의 길이는 861m로 측정되었다. 지하주차장 
신축방식과 비교하여 주차1면당 소요면적이 1.11㎡ 감소하고 주차 동선이 
139m 짧아졌으며, 이를 통해 데크 + 지하주차장 복합방식이 상대적으로 
주차효율이 더 높다고 분석된다. 데크 상부영역에는 조경공간이 조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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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2 : 데크+지하주차장 평면도

단지 내 녹지면적이 증가하며, 데크 하부 영역은 주차공간 이외에 부대복리
시설과 결합하여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상부에 차량 통행이 발생하여 보행 동선과 간섭이 발생하고 소
방 및 이사를 위한 별도의 비상동선을 확보해야만 한다. 또한 데크 상부에 
조경공간을 설치하더라도 지하주차장 방식처럼의 넓은 공지가 확보되지 못
하는 단점이 있다. 

그림 4-4. 둔촌 프라자 아파트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 평면도



- 58 -

대안 2 : 데크+지하주차장 평면도

그림 4-5. 둔촌 프라자 아파트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 단면도

대안 2 : 데크+지하주차장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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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비 비교
지하주차장 신축방식과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의 공사비를 비교하기 

위해 우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주차장 리모델링 유형에 따른 공사비 내역
을 조사하였다. 먼저, 황경진(2007)은 주차장 확대 유형별 공사비를 경제성 
분석을 통해 다음 [표 4-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20)

표 4-4. 주차장 확대 리모델링의 유형별 공사비 비교 (2007년 기준)

구 분
지하수평 확대 데크 확대 기계식 

확대
별동 확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주차장1면의 면적 (㎡) 25.4 27.5 20.3 25.2 15 20 26.7

단위면적당 공사비 538 579 339 446 300 200 362

평당 공사비 1,775 1,911 1.119 1,472 990 660 1,195

주차장 1면당 공사비 13,665 15,923 6,882 11,239 4,500 4,000 9,665

주차장 1면당 공사비 
비교

3.5 4.0 1.7 2.8 1.1 1.0 2.5

단위 : 1,000원

또한 2013년 토지주택연구원은 ‘노후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아이템’ 
21)을 발표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의 부분별 공사비용을 제시하는데 주차공간 
리모델링에 대한 공사비는 [표 4-5]와 같다. 
표 4-5. 노후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아이템의 공사비용 (2013년 기준)

리모델링 아이템 항목

공사비용 이주유형

세대당 
공사비

평당
공사비

단위면적당
공사비

이주
없음

단기
이주

장기
이주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주차동) 신축 

2,700 - - ●

데크식 주차장 신설 15,000 1,700 515 ●

지하주차장 신설 20,000 2,270 688 ● ●
단위 : 1,000원

20) 황경진, 2008.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확대방식 선정 의사결정모델 개발”, 「인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1) 토지주택연구원, 2013. 「노후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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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구에서 제시된 공사비를 분석해보면 데크식 주차방식은 지하주차장 
방식에 비해 1/4의 비용이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데크식 주
차장 설치 시 흙막이 공사 및 토공사비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토지주택연구
원에서 제안한 주차방식의 공사비는 LH 단가 및 한국 감정원 건물신축단가
표를 활용하여 작성된 단가로서 자재단가를 포함한 직접공사비만을 추정한 
값이다. 2007년의 황경진(2007)의 연구와 비교하여 19%의 차이가 발생하
는데 이는 2007년과 2013년 사이의 소비자물가상승률 19.3%의 차이와 일
치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조사된 데크식 주차장과 지하주차
장의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본 연구의 평가모형에 적용하여 각 방식의 공사
비용을 추산하였다. 

[표 4-6]을 통해 각 주차방식의 주차대수와 계획면적을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 공사비를 적용하였을 때 공사비용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은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에 비해 계획면적의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공사비용은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즉, 지하주차
장 신축방식을 적용할 경우, 주차1면당 공사비는 2,479,000원이 증가하였
고, 세대당 공사비는 3,462,000원을 더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따
라서 ‘둔촌 프라자아파트’의 경우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을 선택하는 것
이 사업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분석된다.
표 4-6. 둔촌 프라자 아파트의 주차공간 리모델링 공사비 비교

구 분
주차
대수

계획
면적

단위면적
당 공사비

총 공사비
주차1면당 

공사비
세대당 
공사비

지하주차장 
신축방식

지하층 498 13,855㎡ 688 9,523,240 19,141 26,902

데크+
지하주차장 
혼합방식

데크층 170 4,945㎡ 515 2,546,675

16,662 23,440지하층 328 8,359㎡ 688 5,750,992

총  계 498 13,304㎡ - 8,297,667

공사비 비교 501㎡ 1,225,573 2,479 3,462

단위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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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평행형 단지의 주차공간 리모델링 계획

1) 현황분석
a) 주동 배치
총 458세대가 거주하는 ‘둔촌 현대1차 아파트’는 최고 14층의 판상형 주

동 5개동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단위세대는 2bay의 전용면적 84㎡로 구
성되어 있다. 10호 조합으로 구성된 총 길이 93m의 판상형 주동 3개동이 
남향으로 평행형 배치되어 있으며, 4호 조합의 판상형 주동 2개동이 동향에 
위치하여 2개의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b) 외부공간 및 부대시설 배치
동간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 51m으로 조성된 주동 사이의 공지

는 주차공간과 완충녹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m폭으로 계획된 주동 
앞 완충녹지는 별도의 산책로나 시설물 없이 단순한 녹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 기능한다. 서쪽 진입도로 
주변으로 어린이 놀이터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근린상가와 부대복리시
설이 연접하여 배치되어 있다. 

c) 주차 현황
단지의 총 주차대수는 368대로 세대당 0.74대를 수용하며, 주요 주차공

간은 주동 사이 공지에 2열 직각주차방식으로 계획되었다. 단지 내 주차대
수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폭을 확장하고 2중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
며, 남동측 공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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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 배치 외부공간 및 부대시설 배치

주차 현황 동선 체계

d) 동선 체계 
각 주동의 후면에 차량 동선이 확보되어 주동 진출입이 편리하며, 별도

의 보행로가 계획되어 보차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차량 진입구를 3개소로 
설치하여 차량 동선의 순환이 용이하지만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며 차량 
동선의 단지 내부 순환이 불가능하다. 

그림 4-6. 둔촌 현대1차 아파트 단지 현황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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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1 : 지하주차장 평면도

2) 주차공간 리모델링 방식의 적용
a) 지하주차장 신축 방식
‘둔촌 현대1차 아파트‘의 법적 주차대수는 558대이며 지하주차장 신축방

식을 적용하여 총 574대의 계획주차대수를 확보하였다. 세대당 1.15대를 
수용하며 총 206대의 주차대수가 증가하였다. 전체 주차장 계획면적은 
14,844㎡이며 주차 1면당 소요면적은 25.86㎡로 평가모형 중 가장 최소의 
면적으로 계획되어 졌다. 총 주차동선의 길이는 1,083m로 분석되었다.

그림 4-7. 둔촌 현대1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신축방식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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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을 적용할 경우, 동간 이격거리에 따른 넓은 공지 
확보가 가능하고 대지의 형상이 정방형이라 가용할 수 있는 주차계획영역의 
확보에 유리하였다. 또한 전용면적 84㎡의 단위세대로 구성되어 세대당 
1.12대의 법적주차대수의 확보가 요구되었다.

주차계획 적용 시 주동사이 2개의 공지에 6열 직각주차가 가능한 최소면
적인 42m 이상의 이격거리가 확보되어 주차효율이 높았으며, 단지 주변부
의 여유공지가 충분하여 주차동선의 연결이 용이하였다. 

그림 4-8. 둔촌 현대1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신축방식 단면도

대안 1 : 지하주차장 단면도

b) 데크+지하주차장 복합 방식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을 적용하여 지하주차장 신축방식과 동일한 

574대의 주차대수를 계획한 결과, 전체 주차장 계획면적은 15,883㎡, 주차 
1면당 소요면적은 27.67㎡이 요구되었다. 총 주차동선의 길이는 1,047m로 
계획된다. 지하주차장 신축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주차동선의 길이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주차 1면당 소요면적은 1.8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
해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의 주차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된다. 

‘현대1차 아파트’와 같은 평행형 배치의 단지에 데크 주차방식을 적용할 
경우, 소방 및 비상동선의 확보를 위해 단지 내 차량도로가 증가하며 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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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2 : 데크+지하주차장 평면도

설치에 제약이 발생한다. 또한 주동간의 인동거리에 큰 영향을 받아 저층 
단지에는 주차효율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으며 1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단
지에는 인동거리에 따른 공지확보가 용이하여 리모델링 시 지하주차장 신축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주차효율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
다.

그림 4-9. 둔촌 현대1차 아파트 데크+지하주차장 복합방식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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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2 : 데크+지하주차장 평면도

그림 4-10. 둔촌 현대1차 아파트 데크+지하주차장 복합방식 단면도

대안 2 : 데크+지하주차장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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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비 비교
‘둔촌 프라자 아파트’의 공사비 산출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둔촌 현대1

차 아파트’ 평가모형의 공사비용을 산출하였다. [표 4-7]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이 지하주차장 신축방식과 비교하여 계획면적

은 1,039㎡가 증가하였지만 총 공사비는 515,644,000원이 더 적었다. 주차 
1면당 공사비는 899,000원이 감소하였고, 세대당 공사비는 1,035,000원이 
절감되었다. 

따라서 ‘둔촌 현대1차 아파트’의 경우도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을 선
택하는 것이 사업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분석되어 지지만, 중정형 배치 
단지와 비교할 때 공사비 절감 폭이 크지 않다. 또한, 평행형 배치의 단지
는 동간 이격거리에 따라 주차효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주차계획면적에 영향
을 받기에 여려 변수를 종합하여 공사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둔촌 현대1차 아파트의 주차공간 리모델링 공사비 비교

구 분
주차
대수

계획
면적

단위면적
당 공사비

총 공사비
주차1면당 

공사비
세대당 
공사비

지하주차장 
신축방식

지하층 574 14,844㎡ 688 10,212,772 17,792 20,507

데크+
지하주차장 
혼합방식

데크층 260 7,112㎡ 515 3,662,680

16,893 19,472지하층 314 8,771㎡ 688 6,034,448

총  계 574 15,883㎡ - 9,697,128

공사비 비교 1,039㎡ 515,644 899 1,035

단위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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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배치형태가 상이한 두 개의 연구 단지를 설정하여 지하주차장 신축방식

과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을 각각 적용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성과 공사
비용을 측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의 특징은 공사비용이 비싸
고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주차공간을 지하에 계획함으
로써 지상의 녹지공간이 조성되고 보행안전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은 공사비용이 저렴하며 시공 방식이 간단하
여 공사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상부의 보행동선 및 비상동선 
확보가 중요하고 반드시 1개층 수직증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서울시 내 리모델링 완공단지의 특징을 살펴보고, 연구 단지를 선
정하여 지하주차장 신축방식과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을 적용한 결과, 
선행연구와 동일한 주차방식의 장단점이 도출되었지만 주동의 배치형태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중정형 단지에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을 적용한 결과, 주동의 길이에 
따른 내부중정의 크기에 따라 주차효율이 달라지며, 폐쇄적인 주동 배치로 
인해 단지 내부의 중정 영역과 주변부의 공지영역의 주차효율이 명확하게 
달라지고 주차계획면적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가장 높은 공사비용이 요구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을 적용할 경우 주차효율이 높은 중정영
역에 집중적인 계획이 가능하여 공사비용이 절감되었으며 데크 상부의 면적 
확보가 용이하여 조경공간의 활용도가 높다. 또한 데크식 주차방식에서 고
려해야할 비상 동선의 확보방식 역시 단지 내 순환도로를 활용한다면 데크
식 주차장과의 간섭이 적어 유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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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형 단지의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은 주동 사이의 이격거리에 따라 주
차효율이 달라지며, 15층 이상의 고층 단지에서는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
식과의 주차효율 및 공사비용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을 적용한다면, 주차효율과 공사비가 소폭 감
소하지만 소방 및 비상동선의 확보를 위한 단지 내 도로 면적이 증가하고 
데크 상부 녹지면적은 감소하였다. 또한 데크 상부의 조경공간은 별도의 수
직 연결동선이 요구되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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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차공간 확대방식의 비용 및 편익 분석

1. 설문조사방법 설계
1-1. 설문의 목적
노후 단지의 주차공간 확대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하주차장 신축방식과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의 두 가지 대안이 선택가능하다. 현재까지 리모
델링 완공단지를 살펴보면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이 지배적으로 선호되었지
만, 최근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계획안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저렴한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을 적용한 계획이 증가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은 주민들의 분담금만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공사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며, 주차공간 확대방식의 선택 
또한 그 효율성과 사업성에 대한 거주자의 선호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지금까지의 분석과정을 통해 지하주차장 신축방식과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의 특징을 도출하고 실제 연구단지에 평가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검증하고 공사비용을 추정하여 사업성을 측정하였다. 다음 단계로
서 연구단지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가정할 경우 각 
주차방식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거주자가 인지하는 주차공간 확대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효율성과 사업성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기반
으로 장래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경우 거주자가 어떠한 주거환경의 가치
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 71 -

1-2. 설문기법의 선택

1) 조건부가치측정법의 특징
지하주차장 신축방식과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의 설문기
법을 적용하였다. 조건부가치 측정법이란 비용편익분석의 한 종류로 시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가상적인 시장을 설정하고 가상적인 시장상황
을 시뮬레이트(simulate)하여 설문응답자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의 
선호를 나타내는지를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환경과 같은 비시장적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22)

리모델링에 대한 주차방식의 선택은 공사비 비교를 통한 실제적 시장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 가능하지만,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삶의 질 
향상, 쾌적함, 양호한 경관 형성, 환경 개선 등의 비시장재화에 대한 2차적
인 편익에 대한 가치를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CVM 방식을 적용하여 설문자의 최대지불의사 금액을 통해 
각 주차방식의 선호와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2) 조건부가치측정법의 기법 및 절차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표 5-3]과 같은 기법을 통해 설문자의 지불의사

를 유도하여 무형의 가치를 측정한다. 총 5가지의 기법이 선택가능하며 각
각의 기법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설문의 성격에 따라 올바른 기법을 적용하
여야 설문상의 편의(Bias)를 줄이고 명확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NOAA 
패널의 보고서에서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의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된다.

22) 김동건, 2012. “비용·편익분석”,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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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의 기법

구 분 내 용

개방형 질문법

응답자에게 특정재화에 대한 최대 지불 금액이 얼마인지 직접적
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적은 표본과 간단한 통계로 지불금액을 
도출할 수 있으나 응답자의 사전적 이해가 부족하다면 비현실적 
응답이 얻어질 수 있다.

폐쇄형 반복경매법

응답자에게 특정재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Yes’의 응답이 나온다면 ‘No’의 응답이 나올 때까지 금액을 인상
시켜 최대 지불금액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
하기에 응답자의 이해가 용이하지만, 시작점 편의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순위선정법
응답자에게 특정재화에 대한 다양한 지불액의 조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순위를 물어보는 방식.

지불카드법
응답자에게 특정재화에 대한 다양한 지불액의 카드을 제시하고 
이 중 한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작점 편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분선택형 질문법

응답자에게 특정재화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그 
지불의사를 ‘Yes/No’만으로 묻는 방법으로 실제 시장상황을 모방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질문의 단계에 따라 
단일양분선택형과 이중양분선택형으로 구분되어 진다.

[참조] 김동건, 2012. “비용·편익분석”

설문의 목적에 부합하는 CVM기법을 선정한 후 다음 [표 5-2]와 같은 
수행절차를 거쳐 특정재화의 최대지불금액을 도출한다. 
표 5-2.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의 절차

단 계 내 용

설문 대상 및 표본 설정

1. 특정 재화의 성격 정의
2. 특정 재화에 영향을 받는 개인 및 집단의 파악
3. 데이터 수집방안 고려
4. 표본 크기의 결정

설문 정보 구성

1. 가치평가 대상의 정보 설명
2. 지불 전/후의 수행 매커니즘에 대한 설명
3. 지불방식의 설명
4. 지불금액의 크기 및 지불빈도의 설명

설문 디자인
1. 지불의사 유도방안 선택
2. 항의성 응답 및 ‘0’의 지불의사에 대한 고려
3. 설문 대상에 부정적인 응답자에 대한 고려

설문 수행 및 분석

1. 설문 예비검사 시행 및 피드백
2. 실전 설문 수행
3. 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자료 분석
4. 최대지불금액 및 평균지불금액 도출

[참조] 김진희, 2007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한강르네상스의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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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설문조사 방법 및 시행

1) 조사대상 및 설문방식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연구대상지로 선정된 ‘둔촌 프라자아파트’와 ‘둔촌 

현대1차 아파트’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둔촌 프라자아파트’의 총 세
대수는 354세대이며 ‘둔촌 현대1차 아파트’의 총 세대수는 498세대이기에 
모집단의 10%수준의 표본 수를 선정하여 각 단지 당 40부의 설문을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의 기본 단위는 가구로 설정하고 각 설문 응답자가 해당가
구를 대표하여 가구의 총지출에 대한 응답이 가능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설문방법은 개별면접설문, 전화설문, 우편설문 등이 선택 가능하지만, 
Arrow at al.(1993)은 보다 정확한 지불의사액의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는 일대일 개별면접설문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23) 본 연구에서도 주차
방식의 장단점을 직접 설명하고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면접설문
을 실시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배치형태에 따른 주차방식 선택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

측정법을 활용할 경우 가상 시장 시나리오의 설계가 요구된다.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의 경우 지상부의 넓은 녹지공간이 형성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이며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은 상대적으로 공사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두 방식의 공사비용은 이전의 분석에서 도출된 세대당 공사비용
의 차이를 기준으로 초기 제시금액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응답자에게 도식화된 각 주차방식의 특징을 1차적으로 설명한 후,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을 통해 조성될 지상부의 녹지공간의 변화를 묘사하고 
이에 대한 지불금액의 가부를 묻는 가장 시장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즉, 
23) 홍종호, 2010. “설문기법을 이용한 공공재의 수요추정”,「한국경제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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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응답자가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다면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넓은 녹지공간이 조성되는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에 대한 선호
가 있다고 판단하며, 지불의사가 없다면 데크+지하주차장 복합방식의 선호
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이유를 다시 묻는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CVM 기법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 DBDC) 지불의사 유도방법을 사
용하여 설문지의 세부 질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먼저, 첫 번째 제시금액은 
두 주차방식의 세대당 공사비 차이에 근거하여 ‘프라자 아파트’의 경우는 
300만원, ‘현대1차 아파트’의 경우는 10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Yes’
라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금액의 2배를 제시하고 ‘No’의 응답
을 한 사람에게는 1/2의 금액을 추가로 제시하여 지불의사 여부를 질문하였
다. 최종적으로 지불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지불금액을 직접질문법으
로 다시 한 번 물어보았으며, ‘0’의 지불의사가 있는 사람은 지불거부의 이
유를 물어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의 선호를 조사하였다.

설문의 마지막에서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
자의 성별, 나이, 점유형태, 가구원수 등을 물어보았다.

그림 6-1. 설문지 구성방식
[문 1]

초기 제시가격

Yes No
[문 2-1] [문 2-2]

초기 제시가격 X 2 초기 제시가격 X 1/2

Yes No Yes No
[문 3-1] [문 3-2]

최대지불금액 (Maximum WTP) 측정 지불거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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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및 해석
2-1.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
a) 둔촌 프라자 아파트
설문에 응답한 프라자 아파트 응답자 40명의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

음 [표 5-3]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구성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5명과 
25명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았다. 응답자의 연령구성비를 보면 20대 1명
(2.5%), 30대 5명(12.5%), 40대 6명(15%), 50대 14명(35%), 60대 14명
(35%)으로 40~60대의 응답자가 많았다. 평일 낮 시간에 설문이 이루어져 
여성의 비중이 높았고 연령대가 높게 나타났지만 비용부담에 대한 결정권한
이 있는 실제 가구주이기에 설문내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이는 점유형
태에서 자가 소유 비중이 33명으로 82.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가구구성원의 분포는 4인 가구가 19명(4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인 가구의 분포가 12명(30%)으로 높았다. 

표 5-3. 둔촌 프라자 아파트 응답자의 사회적 변수

구  분 분 류 인원 백분율 (%)

성별
(1) 남성 15 37.5

(2) 여성 25 62.5

연령대

(1) 20대 1 2.5

(2) 30대 5 12.5

(3) 40대 6 15.0

(4) 50대 14 35.0

(5) 60대 14 35.0

점유형태
(1) 자가 33 82.5

(2) 차가 7 17.5

가구 구성원

(1) 1명 0 0.0

(2) 2명 6 15.0

(3) 3명 12 30.0

(4) 4명 19 47.5

(5) 5명 이상 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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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둔촌 현대1차 아파트
설문에 응답한 현대1차 아파트 응답자 40명의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5-4]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구성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21명과 19명으로 고른 분포

를 이룬다. 응답자의 연령구성비를 보면 20대 4명(10%), 30대 6명(15%), 
40대 8명(20%), 50대 12명(30%), 60대 10명(25%)으로 50~60대의 응답
자가 많았다. 점유형태를 보면 자가 소유가 34명으로 8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차가는 6명(15%)이 조사에 응하였다. 가구구성원의 분포는 4인 
가구가 25명(63%)로 과반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3인 가구의 
분포가 8명(30%)으로 뒤를 이었다.

표 5-4. 둔촌 현대1차 아파트 응답자의 사회적 변수

구  분 분 류 인원 백분율 (%)

성별
(1) 남성 21 52.5

(2) 여성 19 47.5

연령대

(1) 20대 4 10.0

(2) 30대 6 15.0

(3) 40대 8 20.0

(4) 50대 12 30.0

(5) 60대 10 25.0

점유형태
(1) 자가 34 85.0

(2) 차가 6 15.0

가구 구성원

(1) 1명 1 2.5

(2) 2명 3 7.5

(3) 3명 8 20.0

(4) 4명 25 63.0

(5) 5명 이상 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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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불의사금액의 추정

1) 지불 수락여부 및 이유
a) 둔촌 프라자 아파트
‘프라자 아파트’의 평가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지하주차장 신축방식과 데

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의 세대당 공사비용의 차이로 300만원의 금액이 
도출되었다. 이를 초기 제시가격으로 설정하여 응답자에게 지하주차장 신축
공사에 대한 지불의사를 물어본 결과 ‘Yes’의 응답은 32명으로 80%의 지불
의사를 보였으며 ‘No’의 응답은 8명(20%)이었다. 

초기 제시가격에 ‘Yes’의 응답을 한 32명의 응답자에게 그 두배의 가격
인 600만원의 지불의사를 물어본 결과 ‘Yes’는 18명(56.25%), ‘No’는 14명
(43.75%)으로 응답이 나뉘었다. 초기 제시가격에 ‘No’의 응답을 한 8명의 
응답자에게 그 절반의 가격인 150만원의 지불의사를 물어본 결과 1명의 
“Yes’ 응답자를 제외하고 모두 지불의사가 없음을 택하였다.  

결론적으로 33명(82.5%)의 응답자가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에 대한 선호
를 보였으며 7명(17.5%)의 응답자는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을 선호하
였다. [표 5-5]
표 5-5. 둔촌 프라자 아파트 응답자의 제시가격대별 지불 수락여부

제시 가격 (만원) 응답 인원 백분율 (%)

300
(초기 제시가격)

Yes 32 80.0

No 8 20.0

합 계 40 100

600
(초기 제시가격 X 2)

Yes 18 56.25

No 14 43.75

합 계 32 100

150
(초기 제시가격 X 1/2)

Yes 1 12.5

No 7 87.5

합 계 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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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지불거부의사를 밝힌 17.5%의 응답자에 대하여 지불거부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5-6]과 같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답변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지 내 녹지공간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답변과 다른 리모델링 개선요소에 투자하고 싶다
는 응답도 1명씩 있었으며, 기타 이유로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의 경우 안전
성에 의문이 생긴다는 지불 거부의 응답도 있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4명의 응답자의 사회적 특징을 살펴보면 자가소유
가 2명, 차가소유가 2명이었으며 자가소유의 경우 60대 여성이라는 공통점
이 있었다.  
표 5-6. 둔촌 프라자 아파트 응답자의 지불 거부 이유

지불 거부의 이유 인원 백분율 (%)

경제적 여유가 없다. 4 57.1

이미 단지 내 녹지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 14.3

다른 리모델링 개선요소에 투자하고 싶다. 1 14.3

기타 (지하주차장의 안전성에 의문) 1 14.3

합 계 7 100

b) 둔촌 현대1차 아파트
‘현대1차 아파트’의 평가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지하주차장 신축방식과 데

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의 세대당 공사비용의 차이로 100만원의 금액이 
도출되었다. 이를 초기 제시가격으로 설정하여 응답자에게 지하주차장 신축
공사에 대한 지불의사를 물어본 결과 ‘Yes’의 응답은 28명으로 70%의 지불
의사를 보였으며 ‘No’의 응답은 12명(30%)이었다. 

초기 제시가격에 ‘Yes’의 응답을 한 28명의 응답자에게 그 두배의 가격
인 200만원의 지불의사를 물어본 결과 ‘Yes’의 응답이 23명(82.1%)으로 
‘No’의 응답 5명(17.9%)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제시가격의 
범위가 작게 형성되어서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을 선택한 응답자에게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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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차이가 크게 부담된다고 느껴지지 않았기에 도출된 결과라 분석된다. 
초기 제시가격에 ‘No’의 응답을 한 12명의 응답자에게 그 절반의 가격인 
150만원의 지불의사를 물어본 결과 모두 지불의사가 없음을 택하였다.  이
러한 지불거부를 선택한 응답자는 프라자 아파트의 초기제시금액과 비교하
여 1/3 수준의 낮은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높게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28명(70%)의 응답자가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에 대한 선호를 
보였으며 12명(30%)의 응답자는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을 선호하였다. 
[표 5-7]

표 5-7. 둔촌 현대1차 아파트 응답자의 제시가격대별 지불 수락여부

제시 가격 (만원) 응답 인원 백분율 (%)

100
(초기 제시가격)

Yes 28 70.0

No 12 30.0

합 계 40 100

200
(초기 제시가격 X 2)

Yes 23 82.1

No 5 17.9

합 계 28 100

50
(초기 제시가격 X 1/2)

Yes 0 0.0

No 12 100

합 계 12 100

최종적으로 지불거부의사를 밝힌 30%의 응답자에 대하여 지불거부의 이
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5-8]과 같다. 
단지 내 녹지공간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7명으로 가장 많
았으며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자가 4명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이유로 
프라자 아파트와 동일하게 지하주차장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지불 거
부를 선택한 응답자가 있었다.

단지 내 녹지공간이 이미 충분하다고 답변한 7명의 응답자를 인터뷰한 
결과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단지 내 공지가 많아서 추가비용을 투자하여  
넓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데크+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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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방식의 선호이유로 지상주차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며 주차동선이 효율적
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5-8. 둔촌 현대1차 아파트 응답자의 지불 거부 이유

지불 거부의 이유 인원 백분율 (%)

경제적 여유가 없다. 4 33.3

이미 단지 내 녹지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7 58.3

다른 리모델링 개선요소에 투자하고 싶다. 0 0.0

기타 (지하주차장의 안전성에 의문) 1 8.4

합 계 12 100

2) 최대 지불의사액 분포
a) 둔촌 프라자 아파트
총 40명의 설문응답자 중 지불의사를 밝힌 33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을 위해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최대 지불의사 금액
(Maximum WTP)을 직접 설문방식으로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5-9]와 같다.
표 5-9. 둔촌 프라자 아파트 응답자의 최대 지불의사 금액

최대
지불의사 금액

(만원)

지불
의사 
없음

200
만원

300
만원

400
만원

600
만원

700
만원

800
만원

1000
만원

합 계

선택 인원
7

(17.5%)
1

(2.5%)
12

(30.0%)
2

(5.0%)
13

(32.5%)
1

(2.5%)
2

(5.0%)
2

(5.0%)
40

(100%)

평균 최대 지불의사 금액 : 5,060,606원

최대 지불의사 금액의 최소가격은 200만원이었으며 최대가격은 1,00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300만원과 600만원의 지불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총 25
명으로 62.5%를 차지하였으며, 600만원 이상의 지불의사를 가진 응답자도 
12.5%로 조사되었다. 300만원과 600만원에 응답자의 최대 지불금액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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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된 것은 제시금액에 따른 출발점 편의(Starting Point Bias)24)의 결과로 
파악된다. 이러한 총 33명의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에 대한 평균 최대 지불의
사 금액은 5,060,606원으로 최초 제시금액인 300만원의 1.68배의 지불의사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0]은 직접설문방식의 의한 최대지불 금액을 CV 설문자료를 바
탕으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 점유여부, 가구 구성원 별로 나누어 그 분포
를 나타낸 표이다.

표 5-10. 둔촌 프라자 아파트 응답자의 지불의사액 분포

구  분
지불의사

없음
150~300

만원
301~600

만원
600만원

초과
합 계

성별
남성 2 3 8 2 15
여성 5 10 7 3 25

연령대

20대 1 0 0 0 1
30대 1 2 2 0 5
40대 1 1 3 1 6
50대 2 6 3 3 14
60대 2 4 7 1 14

점유형태
자가 5 9 14 5 33
차가 2 4 1 0 7

가구 구성원

1명 0 0 0 0 0
2명 1 2 3 0 6
3명 3 3 6 0 12
4명 2 7 5 5 19

5명 이상 1 1 1 0 3
합 계 7 13 15 5 40

백분율 (%) 17.5 32.5 37.5 12.5 100

‘둔촌 프라자 아파트’ 설문응답자의 사회적 특성이 최대지불금액에 영향
을 미치는가를 Tobit 모형을 통해 추정해보았다. 종속변수로 최대지불금액
(MAX-WTP)을 설정하고 설명변수로는 성별(sex)·연령대(age)·점유형태
(own)·가구구성원 수(family)를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자가 소유(1)와 차가 소유(0)로 구분되는 점유형태만이 
24) 출발점 편의(Starting Point Bias) : 응답자에게 제시한 최초가격의 크기가 응답자의 평가에 영향

을 끼치게 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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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지불의사를 밝힌 자가 
소유의 설문응답자 28명을 대상으로 평균 최대지불금액(Mean. WTP)을 산
출하는 것이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값으로 전체 응답
자의 평균최대지불금액보다 260,823원 상승한 5,321,429원이 산출되었다.
표 5-11. 둔촌 프라자 아파트 응답자의 최대지불금액에 대한 Tobit 모형 추정 결과

variable coef. std. err. t p>l t l

sex -83.2346 104.1956 -0.80 0.430

age 57.69908 46.54475 1.24 0.233

own 217.2616 130.488 1.66 0.105

family 77.91185 59.38253 1.31 0.198

_cons -230.731 348.2886 -0.66 0.512

/sigma 293.4159 37.95253
Pseudo R2 = 0.0127
Log Likelihood = -242.1186

 sum MAX-WTP if APT =“Pr” & MAX-WTP>0
variable obs Mean. WTP Std. Dev. Min. WTP Max. WTP

MAX-WTP 33 506.0606 212.0427 200 1,000

 sum MAX-WTP if rent=1 & APT =“Pr” & MAX-WTP>0
variable obs Mean. WTP Std. Dev. Min. WTP Max. WTP

MAX-WTP 28 532.1429 214.3959 200 1,000

b) 둔촌 현대1차 아파트
총 40명의 설문응답자 중 지불의사를 밝힌 2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을 위해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최대 지불의사 금액
(Maximum WTP)을 직접 설문방식으로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5-11] 와 같다.

최대 지불의사 금액의 최소가격은 100만원이었으며 최대가격은 1,00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200만원의 지불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총 12명으로 
30%를 차지하였으며, 200만원 이상의 지불의사를 가진 응답자가 총 11명
으로 27.5%을 차지하였다. 100만원의 제시금액에 따른 출발점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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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Point Bias)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응답자가 200만원 이상의 최대
지불의사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발생하였다. 총 28명의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에 대한 평균 최대 지불의사 금
액은 2,839,286원으로 최초 제시금액인 100만원의 2.84배의 지불의사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2. 둔촌 현대1차 아파트 응답자의 최대 지불의사 금액

최대 
지불의사 금액

(만원)

지불
의사 
없음

1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400
만원

500
만원

1000
만원

합 계

선택 인원
12

(30.0%)
4

(10.0%)
1

(2.5%)
12

(30.0%)
4

(10.0%)
2

(5.0%)
4

(10.0%)
1

(2.5%)
40

(100%)

평균 최대 지불의사 금액 : 2,839,286원

[표 5-12]은 직접설문법의 의한 최대지불 금액을 CV설문자료를 바탕으
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 점유여부, 가구 구성원 별로 나누어 그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표 5-13. 둔촌 현대1차 아파트 응답자의 최대 지불의사액 분포

구  분
지불의사

없음
50~100
만원

101~200
만원

200만원
초과

합 계

성별
남성 8 1 7 5 21
여성 4 3 6 5 19

연령대

20대 0 0 3 1 4
30대 2 0 1 3 6
40대 3 0 1 4 8
50대 3 1 5 3 12
60대 4 3 3 0 10

점유형태
자가 8 3 12 11 34
차가 4 1 1 0 6

가구 구성원

1명 0 0 1 0 1
2명 1 1 1 0 3
3명 3 0 3 2 8
4명 7 3 7 8 25

5명 이상 1 0 1 1 3
합 계 12 4 13 11 40

백분율 (%) 30.0 10.0 32.5 2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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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현대1차 아파트’ 의 설문 역시 Tobit 모형을 통해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이 최대지불금액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정해보았다. 분석결과, 프라자 
아파트와 동일하게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자가 소유(1)와 
차가 소유(0)로 구분되는 점유형태가 99%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지불의사를 밝힌 자가 소유의 설문응답자 26명을 대상으로 
평균 최대지불금액(Mean. WTP)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값으로 전체 응답
자의 평균최대지불금액보다 103,022원 상승한 2,942,308원이 산출되었다.

표 5-14. 둔촌 현대1차 아파트 응답자의 최대지불금액에 대한 Tobit 모형 추정 결과

variable coef. std. err. t p>l t l

sex 82.61901 78.67363 1.05 0.301

age -64.61318 30.54518 -2.12 0.041

own 347.7237 127.9002 2.72 0.010

family 33.21644 47.85168 0.69 0.492

_cons -87.6756 258.949 -0.34 0.737

/sigma 232.3366

Pseudo R2 = 0.0280
Log Likelihood = -201.63628

 sum MAX-WTP if APT =“Pr” & MAX-WTP>0
variable obs Mean. WTP Std. Dev. Min. WTP Max. WTP

MAX-WTP 28 283.9286 189.0785 100 1,000

 sum MAX-WTP if rent=1 & APT =“Pr” & MAX-WTP>0
variable obs Mean. WTP Std. Dev. Min. WTP Max. WTP

MAX-WTP 26 294.2308 192.0036 1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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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하여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

는 지상부 녹지공간의 가치에 대하여 설문응답자의 지불의사액(WTP)를 묻
고 그에 대한 최대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하였다. 지불의사의 여부에 따라 지
하주차장 신축방식과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의 선호를 판단할 수 있었
고, 최대 지불의사금액의 정도를 통해 거주자가 녹지공간을 포함한 단지의 
주거환경의 개선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대하여 추측해
볼 수 있다. 

‘프라자 아파트’와 ‘현대1차 아파트’의 설문응답자는 공통적으로 지하주차
장 신축방식을 통해 조성되는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제시금액 이상의 
높은 지불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녹지공간 확보로 인해 파생
되는 보차분리로 인한 보행환경 개선 및 단지 경관이미지 향상 등 2차적인 
편익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기투자비용이 
높더라도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단지의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높았다. 

반면,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의 선호가 낮은 이유로는 지하주차장 신
축방식과 비교하여 이 주차방식에 대한 설문응답자의 이해도가 낮았으며, 
단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와 가건물과 같은 임시방
편적인 대응인 것같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불거부의사를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의 선호이유를 살펴보면 
공사비용의 절감 효과에 가장 큰 호응을 보였으며 여성·노약자를 고려한 지
상주차의 필요성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단지별로 설문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정형 배치의 ‘프라자 아파트’
가 초기 제시금액이 ‘현대1차 아파트’의 제시금액보다 3배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의 선호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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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설문의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토대
로 추측해보면 크게 두가지 결정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단지 내 녹지공간의 실제 가용면적에 의해 거주자의 개선의지 차
이가 발생하였다. ‘프라자 아파트’의 경우 단지의 중앙 공원이 점차 주차공
간으로 잠식되어져 그 가용면적이 상당히 축소되었으며 단차에 의해 접근성
이 낮았다. 또한, 보행도로 역시 주차공간과 혼재되어 대부분의 보행자가 
단지 내 차도를 통해 이동하여 보행 안전성이 매우 낮다. 반면, ‘현대1차 아
파트’의 경우 각 주동 앞 완충녹지가 존재하여 단지 내 녹지공간의 면적이 
넓기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지불거부의
사를 보인 응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이 단지의 경우 보행
자도로가 조성되어 보차분리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보행 안전성이 높았다. 

두 번째 이유는 단지의 배치형태에 따른 녹지공간의 확보방식에서 그 차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중정형 배치의 ‘프라자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 신
축방식을 적용한다면 내부 중정에 집중된 넓은 녹지공간이 확보된다. 이러
한 집중화된 녹지공간은 단지의 개방감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주민활동이 발
생할 수 있는 면적 확보가 가능하다. 한편, 평행형 배치의 ‘현대1차 아파트’
의 경우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을 적용한다면 녹지공간이 분산되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시각적 개방감도 높지 않기에 거주자의 지불거부의사가 높았다고 
추측된다.

이러한 주차공간 리모델링 이전의 단지 현황과 리모델링 이후의 개선효
과 차이에 의하여 두 연구단지의 선호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설
문응답자는 해당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판단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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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1970-80년대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들은 차량 소유는 급격하게 증
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매일 주차전쟁에 시달리
고 있다. 이는 단지 외부의 교통문제로 이어지고 주민간의 커뮤니티 붕괴까
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대당 차량보유대수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이러
한 주차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공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 많은 자동차를 수
용하려는 요구와 다른 주거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압력사이에 충돌이 발생
한다. 예를 들어 단지 내 공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그만큼 단지 내 
보행로와 녹지공간의 면적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따른 공사
비용은 온전히 거주자들의 부담이기에 최소의 공사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후공동주택 단지는 어떤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연구의 
단계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0-80년대 지어진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차부족 현상이 발생
한 원인은 준공 당시의 계획 주차대수가 급격히 증가된 현재의 차량 소유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부족한 주차대수를 확대하기 위
하여 단지 내 녹지공간과 보행공간이 침해되었고 이는 주거단지의 거주환경 
악화로 이어졌다. 

둘째, 총 6개의 리모델링 완공단지를 대상으로 주차공간 확대 리모델링 
방식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살펴본 결과,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이 가



장 선호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단지규모가 작거나 이미 지하주차장이 설
치된 단지의 경우 데크식 주차방식이 적용되었다. 또한 단지의 배치형태에 
따라 주차장 조성방식의 차이가 발생하며 외부 조경공간의 형태 및 부대복
리시설의  위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셋째, 서울시내 리모델링 추진단지 중 배치형태가 상이한 두 연구 단지
를 선정하여 지하주차장 신축방식과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을 적용하여 
그 효율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였다. 중정형 단지의 경우 데크+지하주차장 
혼합방식의 선택이 주차효율이 높고 공사비가 저렴하여 효율적이라 평가되
었으며, 평행형 단지의 경우 두 주차방식의 효율성 및 공사비 차이가 크지 
않기에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많은 이점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두 연구단지의 거주자 설문조사를 통해 주차방식에 따른 선호도를 
측정한 결과,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선
호는 지하주차장 신축방식으로 조성되는 지상부 녹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단지 경관의 향상 등의 2차적인 편익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따라
서 리모델링 사업의 주차방식 선택과정에서 주차공간의 효율성 및 사업성에 
대한 분석과 리모델링 이후의 2차적인 편익에 대한 분석이 동반되어야 올
바른 가치판단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차공간 리모델링의 주거환경 개선측면에서 고려해야할 계획
요소 및 설계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실제 단지에 세부적인 계획 설계를 적
용함으로써 향후 리모델링 사업방식의 다양화를 유도하는데 그 일차적인 의
의가 있으며, 나아가 리모델링를 통한 사업방식의 궁극적 가치가 양적 개선
이 아닌 질적 개선방식으로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데 최종적인 의의를 가
진다. 



- 89 -

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우선 아직까지 리모델링 완공단지의 사례가 부족하여 주차방식의 계획적 

특징을 유형화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연구단지의 적용과정에서 단지의 개
별적 특성를 완벽히 소거할 수 없기에 일반화되기 위하여 더 많은 표본의 
계획 적용 및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주차방식의 공사비용 산정과정에서 직
접비의 차이만을 추정하여 분석하였기에 간접비가 포함된 실제 공사가격과
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다 상세한 연구를 위해서 건축 시
공분야와의 연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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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주차공간 리모델링 방식의 선호에 관한 설문]

- 둔촌 프라자아파트를 대상으로-
이 설문은 리모델링 사업시 주차방식의 유형에 따른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이며, 본 연구자의 학위 논문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익명으

로 통계처리 됩니다. 단지의 주차 환경에 대하여 평소 느끼고 계신 점을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 도시설계학 석사과정  한 태 희

A : 주차공간 리모델링 방식 선호에 대한 사향

현재 프라자 아파트는 지상주차장만 계획되어 지상의 녹지공간이 부족하며, 주차대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별도의 공사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통한 주차장 조성방법으로 다음 두가지 대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설문자를 통해 각 대안들의 특징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다음 설문에 응답해주십시오.

또한, 귀하의 가구 소득은 제한되어 있고 그 소득은 여러 용도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시되, 다음 질문

들은 오직 주차장 리모델링의 설치만을 염두에 두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1) 대안 A(지하주차장 1개층 신축방식)를 적용하면 지상부의 넓은 녹지공간이 확보되지만 B안(데크+지하주차장 

신축방식) 과 비교하여 3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귀하께서는 이 금액을 지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⓵ 지불할 의사가 있다.     → 문 2-1)로 ⓶ 지불할 의사가 없다.     → 문 2-2)로

문 2-1) 

그러면 귀하께서는 대안 A의 넓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B

안보다 6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이 금액을 지불하

실 용의가 있습니까?

⓵ 지불할 의사가 있다.      → 문3-1)로

⓶ 지불할 의사가 없다.      → 문3-1)로

문 2-2) 

그러면 귀하께서는 대안 A의 넓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B안보다 15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이 금액을 지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⓵ 지불할 의사가 있다.      → 문3-1)로

⓶ 지불할 의사가 없다.      → 문2-3)로

문 2-3)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대안 A의 넓은 녹지공간 확보

를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

으십니까?

⓵ 아니요, 지불할 의사가 있다. → 문3-1)로

⓶ 예, 지불할 의사가 없다     → 문3-2)로

문 3-1) 귀하께서 대안 A의 넓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B안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지불하실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입니까?                                        최대 (               )만원

문 3-2) 귀하께서 넓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⓵ 경제적 여유가 없다.                           ⓶ 이미 단지 내 녹지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⓷ 다른 리모델링 개선 요소에 투자하고 싶다.      ⓸ 기타  (                            )

B: 설문응답자의 정보

문 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⓵ 남성     ⓶ 여성

문 5)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⓵ 20-29세   ⓶ 30-39세   ⓷ 40-49세  ⓸ 50-59세  ⓹ 60-69세

문 6) 귀하 가구의 소유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⓵ 자가소유    ⓶ 임대

문 7) 현재 아파트에 거주중인 귀하 가구의 구성원은 몇 명 입니까? 

⓵ 1명    ⓶ 2명    ⓷ 3명    ⓸ 4명    ⓹ 5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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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리모델링의 대안]

- 둔촌 프라자아파트를 대상으로-
구분 대안 A : 지하주차장 1개층 신축방식 대안 B :  데크 + 지하주차장 혼합방식

1층 

평면

지하 

평면

단면

장점  지상층의 넓은 녹지공간이 조성되어진다.  대안A에 비해 공사비 및 공사기간이 감소한다.

단점  대안B 에 비해 공사비 및 공사기간이 증가한다.  지상층의 녹지공간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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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리모델링 방식의 선호에 관한 설문]
- 둔촌 현대1차아파트를 대상으로-

이 설문은 리모델링 사업시 주차방식의 유형에 따른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이며, 본 연구자의 학위 논문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익명으

로 통계처리 됩니다. 단지의 주차 환경에 대하여 평소 느끼고 계신 점을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 도시설계학 석사과정  한 태 희

A : 주차공간 리모델링 방식 선호에 대한 사향

현재 프라자 아파트는 지상주차장만 계획되어 지상의 녹지공간이 부족하며, 주차대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별도의 공사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통한 주차장 조성방법으로 다음 두가지 대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설문자를 통해 각 대안들의 특징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다음 설문에 응답해주십시오.

또한, 귀하의 가구 소득은 제한되어 있고 그 소득은 여러 용도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시되, 다음 질문

들은 오직 주차장 리모델링의 설치만을 염두에 두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1) 대안 A(지하주차장 1개층 신축방식)를 적용하면 지상부의 넓은 녹지공간이 확보되지만 B안(데크+지하주차장 

신축방식) 과 비교하여 1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귀하께서는 이 금액을 지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⓵ 지불할 의사가 있다.     → 문 2-1)로 ⓶ 지불할 의사가 없다.     → 문 2-2)로

문 2-1) 

그러면 귀하께서는 대안 A의 넓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B

안보다 2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이 금액을 지불하

실 용의가 있습니까?

⓵ 지불할 의사가 있다.      → 문3-1)로

⓶ 지불할 의사가 없다.      → 문3-1)로

문 2-2) 

그러면 귀하께서는 대안 A의 넓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B안보다 5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이 금액을 지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⓵ 지불할 의사가 있다.      → 문3-1)로

⓶ 지불할 의사가 없다.      → 문2-3)로

문 2-3)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대안 A의 넓은 녹지공간 확보

를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

으십니까?

⓵ 아니요, 지불할 의사가 있다. → 문3-1)로

⓶ 예, 지불할 의사가 없다     → 문3-2)로

문 3-1) 귀하께서 대안 A의 넓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B안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지불하실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입니까?                                        최대 (               )만원

문 3-2) 귀하께서 넓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⓵ 경제적 여유가 없다.                           ⓶ 이미 단지 내 녹지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⓷ 다른 리모델링 개선 요소에 투자하고 싶다.      ⓸ 기타  (                            )

B: 설문응답자의 정보

문 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⓵ 남성     ⓶ 여성

문 5)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⓵ 20-29세   ⓶ 30-39세   ⓷ 40-49세  ⓸ 50-59세  ⓹ 60-69세

문 6) 귀하 가구의 소유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⓵ 자가소유    ⓶ 임대

문 7) 현재 아파트에 거주중인 귀하 가구의 구성원은 몇 명 입니까? 

⓵ 1명    ⓶ 2명    ⓷ 3명    ⓸ 4명    ⓹ 5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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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리모델링의 대안]

- 둔촌 현대1차아파트를 대상으로-
구분 대안 A : 지하주차장 1개층 신축방식 대안 B :  데크 + 지하주차장 혼합방식

1층 

평면

지하 

평면

단면

장점  지상층의 넓은 녹지공간이 조성되어진다.  대안A에 비해 공사비 및 공사기간이 감소한다.

단점  대안B 에 비해 공사비 및 공사기간이 증가한다.  지상층의 녹지공간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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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ng the efficiency and feasibility of 
parking lot expansion types

 for remodeling of deteriorated apartment
Han, Tai-hee

Program in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partments which has been being the solution of housing 
problems due to the urban growth since 1970 in Korea generate much 
negative external effect with it become superannuated. Especially, the 
lack of the parking space in the degradation apartment complex has 
been causing numerous social problems inside and outside of the 
complex. There are only few studies about the issues although the 
willingness of remodeling the residential areas are very high. Unlike the 
new construction cases, parking lot extension work through remodeling 
processes have numerous constraint conditions depend the characteristic 
of the site such as the system of circulation, landscape space and 
location of community facilities in the complex.  It is critical to have 
the economically benefited way of parking space design. The expense 
of parking lot construction take much possession of the whole complex 
construction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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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king space expansion methods and the different types of the 
apartment complex arrangement layout, also to study on the effective 
decision making factors in parking lots expansion planning methods. 
This thesis first, deduct the space planning elements and design 
process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through the parking space 
remodeling, and apply the detailed architectural design planning in the 
apartment complex to induce various remodeling planning method in the 
future. Second, promote the change in recognition in remodeling 
planning method as a qualitative improvement in parking space not a 
quantitative way.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six 
different construction completed parking lot remodeling cases shows 
that the apartment dwellers prefer underground parking type the most. 
Also, small complex sites or sites with the existing underground 
parking lots tend to construct deck parking type for remodeling. 

In this thesis, construction planning elements, underground parking 
method and underground+deck mixed parking method, has been applied 
on the two remodeling complex site with different building arrangement 
condition. Examination of the efficiency and feasibility on the site. The 
residents at courtyard type apartment complex prefer the mixture of 
deck+underground parking method for the reason of more effective in 
parking system and lower price in construction expenses. On the other 
hand, the residents at parallel type apartment complex prefer the 
underground parking method since there are no distinct difference in 
effectiveness and expensiveness between the two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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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M survey results that verifies these analysis show high 
preference on underground parking method, with the reason of having 
possibility to obtain larger green space, better pedestrian environment 
and improved complex natural scenery. In brief, there must be 
efficiency, feasibility and convenience examination in decision process 
of parking space construction plan. 

Keywords : Deteriorated Apartment, Parking lot expansion, Remodeling, 
            Efficiency, Feasibility 
Student Number   : 201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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