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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의 주차장 공급 기준은 적정한가? 도시주거에서 주차 또는

주차장의 의미는 단순히 차량을 주차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으며 교통 흐

름, 도시 토지이용, 나아가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

한 점은 과도한 주차기준은 주택 건설비를 증가시키고 주택 세대수가 줄

어들게 되어 결국은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된다는 데 있다. 또한 주차장 건설비용이 공동주택의 분양가 또는 임

대료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들이 추가

적인 주차장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지 내 부설주차장 설치는 가로 경관을 훼손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지하주차장 1면을 추가

로 건설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되며, 주차기준을 낮추면 원룸형 청년임대

주택에서 임대료의 약 17%에 달하는 금액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

급에 있어서 주차기준의 조정은 사업비 절감 및 주택 임대료 인하를 도모

할 수 있다는 명확한 장점이 있다. 또한 주차기준을 실제 수요에 맞게 완

화할 경우 활용 가능한 택지가 크게 늘어나며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주차기준을 민간주택대

비 20～25% 완화하고 특히 고령자 임대주택은 60～70%까지 완화하는 미

국의 정책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논의를 확장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지속 공급

측면에서 주차장의 최저 공급기준이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지와 그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을 사례로 하여 저소득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토

지이용 특성이 주차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 추정되는



- ii -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차장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의 개념적 틀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과 그 입주민의 특성을 탐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어지는 실증분석에

서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토지이용 특성과 주차수요의 관계에 대해

다항 로짓 모형과 다중 회귀 모형을 병행하여 가구주 연령, 소득 계층, 주

택 유형으로 층화하여 주차수요 결정요인을 해석하고 주차수요를 추정하

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는 가구소득과 전용면적이 주차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대료 부담능력과 주차수요

는 정의 관계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토지이용 특성에서는 용도균등도

는 주차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고용접근성과 대중교통

인접성은 주차수요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가구주 연령, 소득 계층, 주택 유형에 따라 층화된 집단 간에는

주차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용접근

성은 청년가구의 주차수요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

중교통인접성은 모든 연령층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유의미하게

주차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특성에 있어서 소득 1

∼2분위는 인구밀도, 용도균등도, 고용접근성, 대중교통인접성이 모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3∼4분위 계층에서는 토지이용 특성이 유의미

하지 않거나 그 영향력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의

직접적인 효과에 반응하는 1∼2분위와는 달리 3∼4분위는 일상의 필요 보

다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욕구에 의해 다른 선택을 하는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유형 중 단지형이 아닌 별동형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보다는 입지특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고

용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입지에 공급할 경우 주차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

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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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주차기준은 수요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으며, 특히 역세권 여부에 따른 수요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

역세권 대비 역세권의 주차수요는 청년주택의 경우 각각 다항 로짓 모형

39.45%, 다중 회귀 모형 35.48%였으며, 일반주택은 다항 로짓 모형 59.88%,

다중 회귀 모형 56.2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 현시선호와 동일하게

청년가구의 주차수요가 역세권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추정된 주차 수요는 현행 최소 주차기준의 27.50～68.57% 수

준으로 주차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1～2인 위주의 소형가구를 위한 부담 가능한 도심 주거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가구 소득이 늘어나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촉

진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개발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중심으로 수요에 맞도록 주차기준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후순

위로 기준 조정이 당장 어렵다면 적어도 유휴 주차면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수익모델을 만들어 재정 지출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미

래의 주차수요 감소는 부동산 개발과 도시계획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부지 내 부설 주차장(on-site parking)의 감소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좁은 토지에서도 고밀 개발이 가능해지며, 결과적으

로 저층 주거지의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주요어 : 부담 가능한 주택,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주차수요, 주차기준,

역세권, 다항 로짓 모형

학 번 : 2015-3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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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주차장 공급 기준은 적정한가? 일반적으로 서울시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차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반시설로 주차장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서울시내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주차장은 경우에 따라 주

차장 점유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비어있는 상황이 대비되고 있다.

도시주거에서 주차 또는 주차장의 의미는 단순히 차량을 주차하는 공

간에 그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는 자동차 이용과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

치며, 나아가 도시 토지 이용,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의 공

급 그리고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Rowe et al., 2011). 그러나 비

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던 시절

에 만들어진 오래된 데이터에 의한 일률적인 주차기준은 경우에 따라 주

차장의 과잉공급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 가능한 주택의 지속 공급

을 위해서는 주차장의 최저 공급기준이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지와 그 기

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림 2-1] 일반 주거지역과 공공임대주택의 대비되는 주차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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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주차기준에 따른 부작용은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저해, 사회적

불평등 야기, 가로 경관 훼손 및 보행안전 위협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주차장의 추가 건설은 주택 건설

비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가격을 상승시킨다. 또한 정해진 토지

이용규제 속에서 주차기준 충족 시 건축 가능한 주택 세대수가 줄어들게

되어 결국은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

는 것이다. 해외 연구에서 최소 주차기준이 10% 상향되면 6%의 주택공급

감소를 불러온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Manville et al., 2013). 우

리나라에서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재건축에서 벗어나 다양한 저층주거지

의 재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개별 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이 엄격한 주차기준으로 인해 결국은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개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중교통인접성이 양호한 역세권 개발

의 경우에도 동일한 주차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비싼 토지비에 주차장 설

치비용까지 더해져 주택 공급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음으로 주차장 건설비용이 공동주택의 분양가 또는 임대료에 포괄

적으로 포함되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들이 추가적인 주차장 설치비

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게는 간접적이기는 하나 주차비용이 부담으

로 작용하게 된다(이영민․김진성, 2016). 마지막으로 대지 내 부설주차장

설치는 가로 경관을 훼손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주거지에서 가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종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

거나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이다(김희철,

2014). 그러나 필로티 구조물과 같은 자동차 위주의 가로 환경은 도시가로

에서 일어나던 활동을 제한하고 이웃 간의 교류를 줄어들게 하여, 전통적

인 가로의 사회적 공간의 기능을 상실케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불

가피하게 설치한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비어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

이며, 이 연구에서 주로 다루게 될 주차기준의 적정성 문제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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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다 이를 일찍 경험한 미국에서도 신규 개발의 규제를 통해

교통 혼잡을 통제하여 왔으며(Jia and Wachs, 1999; Downs, 2005),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 방식이 주차 최소기준 설정이었다. 이러한 규제의 근거

는 새로이 개발된 주택에 주차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

자 간의 주차 경쟁이 발생할 것이며,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추가 통행이

발생하여 혼잡을 야기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들은 여유 있게 무

료 주차장을 공급하게 되면 자가용의 총 운행비용을 떨어뜨려서 결과적으

로 자가용 이용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Manville et al.,

2013). 이와 함께 주차장이 주택에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공급(bundling)

되는 경우 비용 부담이 운전자에게서 주택 소비자로 전이되는 결과를 가

져오게 된다. [그림 1-2]와 같이 아시아 주요 도시들에 비해서 서울의 공

동주택 주차장 공급면수는 상당히 높으며 무료 주차장이 대부분이다.

미국에서 주택 부설주차장 1면을 추가로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비용이 $22,5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Rowe et al., 2011), 국내의 경우 공

공임대주택의 지하주차장 1면을 건설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영민․김진성, 2016). 결국 이와 같은 추가비용은 사회적

으로나 환경적으로 불평등 문제를 야기한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으로 인한 사회적 외부 비용(external cost)을

주택의 주차기준과 차량소유비율 주택의 유료 및 무료주차장 비율

[그림 1-2] 아시아 주요 도시들의 주차기준 및 무료주차장 비율(Bart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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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특히 저소득가구에게 1) 열악한

근린환경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도심에 살거나, 2)

주거비는 저렴하지만 장거리 통행으로 인한 비용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도시 외곽에 거주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만든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연

한 주차 기준은 주택 건설비용을 줄여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심의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주차장은 도시기반시설로서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

러나 한편으로는 높은 토지비로 인해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기

반시설이기도 하다. 공공임대주택 역시 공공택지의 부족과 더불어 입주자

의 편익 증가를 위한 도심 역세권 공급이 주택정책 분야의 화두가 되고 있

지만 상당한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서 입지결정에서부터 부대시

설의 설치에 이르기까지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입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입지에 따른 실수요

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주차장 공급기준으로 인해 상당한 유휴 주차장

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주택대비 주차장 설치

기준을 20～25% 완화하고 고령자 임대주택은 60～70%까지 완화하여 적용

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만한 부분이다(McDonnell et al., 2011).

요컨대 도심지의 높은 토지가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재정 부담이 커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입지 특성을 고려한 주

차 정책방향 설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논문의 연구문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주차수요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와 단지 특성에 따라

주차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현재 공공임대주

택의 주차기준은 적정한가? 이다. 이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을 사례로 하여

중저소득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토지이용 특성이 주차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 추정되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차장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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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는 2016년 기준으로 공급 완료된 서울주

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이며, 내용적 범위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공공임대주택단지가 속한 지역의 토지이용 특성과 주

차수요의 관계에 대한 해석과 주차수요 추정을 포함한다.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조사, 현장조사, 실증분석으로 나뉜다. 문헌조사

는 주차 수요에 대한 선행연구 등의 이론 검토, 주차장 공급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사례 검토로 이루어진다. 현장조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표 사례지에 대한 주차장 공급 및 관리실태 조사이

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개별세대 차량보유현황

데이터를 활용한 계량분석이다. 분석방법은 다항 로짓 분석과 다중회귀분

석을 병행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민의 사회경제적 특

성과 토지이용 특성이 주차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

로 가구 특성을 미시적으로 분해하여 실증분석하고, 나아가 분석을 통해

추정되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하며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차장 공급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그 동안 자료 구축의 한계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차 수요에 대해 직

접 분석을 시도한 연구라는 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차량 보유 특성에

대한 최초의 분석이라는 점, 3만여 세대에 대한 방대한 실제 데이터를 활

용한다는 점과 해석에 그치지 않고 주차수요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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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흐름도

연구흐름 세부내용 연구방법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헌검토⋅연구의 범위와 방법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이론적 배경

검토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과 주차장

문헌검토⋅통행특성, 차량보유와 주차수요의 관계

⋅선행연구의 한계와 연구 방향

분석의 틀

⋅연구의 개념적 틀, 연구문제의 설정
문헌검토

데이터분석
⋅변수 선정 및 측정

⋅분석모형의 설정

사례 연구

⋅분석자료 구축

현장조사

데이터분석

⋅현장조사: 공공임대주택 주차 실태

⋅공공임대주택과 입주민의 특성

⋅층화 집단의 조작적 정의

실증 분석
⋅주차수요 결정요인 분석

통계분석
⋅모형별 주차수요 추정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연구결과의 요약 전문가

의견수렴⋅정책적 제언 및 추가 연구의 방향

[그림 1-3]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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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과 주차장

1. 도시주거와 주차

도시주거에서 주차 또는 주차장의 의미는 단순히 차량을 주차하는 공

간에 그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는 자동차 이용과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

치며, 나아가 도시 토지 이용, 주거의 부담 가능성(affordability) 그리고 환

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Rowe et al., 2011). 그러나 비단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오래된 데이터에 의한 일률적인 주차기준은 경우에 따라 주차장의 과잉공

급을 초래하고 있다. Barter(2010)1)는 도시지역에서 주차는 혼잡과 비효율

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급속한 도시화, 자동차화, 고밀화가 진행 중인 아

시아 도시에서 특히 작은 규모의 주택일수록 과도한 주차기준이 부담 가

능한 주택의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을 내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세기말 계획가들은 초과통행을 유발하는 어반스프롤의 맥락(context)

안에서 급속한 주차시설의 증가를 목도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

의 부담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차와 부

담 가능한 주택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Shoup(2017)은 그의

저서 “The High Cost of Free Parking”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주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필요이상의 주차 기준 설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는 심각한 문제

이다. 과도한 주차 기준은 개발비용을 증가시키며 토지이용, 교통체계, 도

시형태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결국은 부담 가능

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만들어버린다.”

1) 아시아 개발은행(ADB)에 제출한 컨설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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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주차기준에 따른 부작용은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 저해, 사회적

불평등 야기, 가로의 경관 훼손 및 활력 저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차장의 추가 건설에 따른 비용은 주택 건설비를 증가시키고

주택 공급가격을 상승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또한 정해진 토지이용

규제 속에서 주차기준 충족 시 건축 가능한 주택 세대수가 줄어들게 되어

결국은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해

외 연구에서 최소 주차기준이 10% 상향되면 6%의 주택공급 감소를 불러

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Manville et al., 2013).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에서

는 노후 저층주거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반세기에 걸친 전면철거형 재

개발․재건축에서 벗어나 다양한 저층주거지의 재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최소 단위인 주택의 정비는 결국

개별 소유자의 몫이다. 그런데 개별 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이 엄격

한 주차기준2)으로 인해 결국은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개발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중교통인접성이 양호한 역세권 개발의

경우에도 동일한 주차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비싼 토지비에 주차장 설치비

용까지 더해져 주택 공급가격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주차장 건설비용이 공동주택의 분양가 또는 임대료에 포괄적으

로 포함되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들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한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입주민

이 그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차가 없는 입주민은 비용만 부담하고 차량 이

용자만 혜택을 누리는 이용자와 비용부담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나

아가 추가 소유에 따른 비용부담이 거의 없거나 적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면 공공성 측면에서 교차보조효과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2) 주차장법 상 대지내 부설주자창 설치에 관한 예외 기준에 따라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여 주차장 설치에 갈음하는 규정이 있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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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지 내 부설주차장 설치로 인해 보행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주거지에서 가로는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가로라는

공간에서 이웃과 교류하거나 개인의 생활을 보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

서 일종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거나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이 가로이다. 그러나 차량의 증가와 필로티 구조물3)과 같

은 자동차 위주의 가로 환경은 도시가로에서 일어나던 활동을 제한하여

전통적인 가로의 사회적 공간의 기능을 상실케 할뿐더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필로티 구조물은 주차기준 충족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하

게 되는 건축 형태로서 우리나라의 저층주거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태이다. 면적당 확보해야 하는 주차공간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엔 면적이 너무 작고,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필로티 구조를 채택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4). 특히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2009년 5월 정부가 도

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부분 필로티 구조로 지어져 있다. 그런데 문제

는 이렇게 불가피하게 설치한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비어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며 이 연구에서 주로 다루게 될 주차기준의 적정성 문제

와 맞닿아 있다.

(a) 다가구 주택 (b) 다세대 주택 (c) 연립주택

[그림 2-1] 주택 유형별 필로티 설치사례(이영민․김승주, 2017)

3) 필로티는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

조체 이외에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한 구조를 말함.

4) 2015년 기준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13,933단지 중 12,321단지(88.4%)가 필로티 구

조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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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과 주차장

주택문제는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나

라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저소

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주택정책 중에서도 상당

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에서는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기

업(SH 등)과 같은 건설공기업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기업을 통한 대규모 건설 방식이 택지 고

갈, 부채 누증 등 한계에 부딪혀 민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

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빈층 등 상당한 주거지

원이 필요한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공기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총 65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지원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등의 공공지원형 주거지 재생사업

으로 양호한 주택 공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역세권, 산업단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복합 개발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정책들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재

정적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외

국과는 달리 공공재정의 지원 및 차입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를 가진다. 임

대주택건설은 분양주택과 달리 투자비 회수가 거의 없는 공익성 사업으로

서 임대료만으로는 사업비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개발과정

에서 공기업은 재원을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주택도시기금 차입을

통해 확보 했으며, 부족한 재원은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왔다.

공공임대주택의 적자구조에도 불구하고 그간 성공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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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토지수용을 통해 저렴하게 택지를 확보하면서 사업비를 낮추었기 때

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적정한 비율로 건설함으로써 분양주택 부문의 수익을 임대주택 부문으로

재투자한 것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그

러나 최근 들어 대규모 택지의 고갈로 이러한 사업방식 적용이 점차 어려

워지고 있으며,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책방향을 고려하

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상당한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서 입지결정에

서부터 부대시설의 설치에 이르기까지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되는 사업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입주민의 사회경

제적 특성과 입지에 따른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주차장 공급

기준으로 인해 건설 후 주차장이 비어있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도한 주차기준이 얼마만큼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초래

하며 임대료를 증가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영민․김

진성(2016)은 국토교통부에서 매 분기별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토

대로 가산비용, 낙찰률, 설계변경 및 물가상승(E/S; escalation)을 적용하여

지하주차장 건설비를 산출한 바 있다5). 연구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1면당

점유면적을 35㎡으로 가정하여 지하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조

성원가는 29,95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McDonnell et al.(2011)이 제시한

뉴욕의 사례인 $21,000 보다 다소 높으며, 안건혁 외(2006)가 회귀식으로

도출한 1,060만원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안건혁 외(2006)는

5) 건축비는 2016년 9월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건축비와

지하층 공사비를 구분하여 산출함. 분석대상단지는 5층 규모, 40㎡ 이하 규모이며,

지상층 건축비는 1,495천원/㎡, 지하층 건축비는 808천원/㎡를 적용함.

- 총건축비 : (지상+지하)건축비×가산비용×낙찰률×설계변경×E/S

- 지하층 건축비 : 지하건축비×가산비용×낙찰률×설계변경×E/S

위 산식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산비용(주택성능등급,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주

택, 인텔리전트 설비 등), 낙찰률, 설계변경 및 E/S를 적용한 최종 조성원가는 총

건축비(공동주택 공급면적 기준) 1,797천원/㎡, 지하층 건축비(지하층 연면적 기

준) 855천원/㎡로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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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이 사적재적 공유시설 성격임을 근거로 주차대수별

비용부담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히고, 지상, 지하, 병용주차로

구분하여 대당 주차장 건설 조성비용을 도출한 바 있다. 연구결과 지상주

차장은 오픈스페이스의 공시지가+조성공사비로 대당 597～730만원, 지하

주차는 기존연구 44단지 실적자료 활용하여 층별 조성원가 회귀식6)을 도

출하여 대당 880～1,060만원, 병행주차는 지상+지하로 대당 786～891만원

으로 산정하였다.

다음으로 임대료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주차요금은 지하주차장에 적용

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차감

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이영민․김진성, 2016). 국민임대주택 임대

료 산정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다음과 같으며, 지상층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5층 이하에 해당하는 1,026천원/㎡(공급면적 기준), 지하층은

694천원/㎡를 적용하였다.

구분 건축비(단위: 천원/㎡, 공급면적기준)

비고규모

(주거전용면적 기준)
40㎡이하 40～50㎡ 50～60㎡ 60㎡초과

지상층

5층 이하 1,026.1 1,043.0 1010.5 1020.8

6∼10층 이하 1101.8 1116.7 1082.4 1085.9

11∼20층 이하 1041.0 1051.1 1019.4 1018.9 　

21∼30층 이하 1058.8 1069.0 1037.5 1036.8 　

지하층 기본형 694.1 703.5 681.9 684.1
지상층
건축비의

63%

[표 2-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인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

대료」 기준을 적용한 사례단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6) C level= 208, 058F under+99,687(R
2=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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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면적

산출식

(대지지분×대지조성원가×60%+표준건축비)×20%×규모계수×지역계수
임대보증금

18㎡ (13.7×1,831천원×60% + 38,792천원)×20%×0.75×1.15 9,280,000

30㎡ (21.8×1,831천원×60% + 62,185천원)×20%×0.75×1.15 14,860,000

34㎡ (24.8×1,831천원×60% + 68,783천원)×20%×0.75×1.15 16,460,000

[표 2-2] 조정 전 임대보증금
단위: 원

전용
면적

자기자금
이자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주택도시
기금이자

월임대료

18㎡ -10,169 58,188 12,931 217 56,067 117,200

30㎡ -2,312 93,277 20,728 347 56,067 168,100

34㎡ -56 103,175 22,928 384 56,067 182,400

주1) 자기자금이자: 직접부담액의 50%, 정기예금이율 1.41% 적용

주2) 감가상각비: 건물내용년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

주3) 수선유지비: 건물가액의 0.4%

주4) 화재보험료: 추정금액(서울주택도시공사 자료, 0.00067%)

주5) 주택도시기금 이자: 호당주택도시기금×2.0%

[표 2-3] 조정 전 월임대료
단위: 원

동일한 산정방법에 따라 주차장 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및 월임

대료를 산정하였으며, 주차장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세대 크

기와 무관하다. 이때, 대지지분은 없으며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지상층 공

사비에 전액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주차장 부분 임대보증금

1,550,000원, 주차장 부분 월임대료 18,800원으로 산출된다. 이와 같은 방식

을 적용할 경우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절감

금액은 20년 거주, 현재가치 기준으로 410만원에 달한다.

전용면적 18㎡의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의 약 17%에 달하는 금액이

절감되는 것이다. 조정 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서 주차장 부분을 공

제한 조정 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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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8㎡ 7,730,000 98,400

30㎡ 13,310,000 149,300

34㎡ 14,910,000 163,700

[표 2-4] 조정 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원

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주

차기준의 조정은 사업비 절감 및 주택임대료 인하를 도모할 수 있다는 명

확한 장점이 있다. 또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차기준을 실제 수요에

맞게 완화할 경우 활용 가능한 택지가 크게 늘어나며,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주차기준을

민간주택대비 20～25% 완화하고 특히 고령자 임대주택은 60～70%까지

완화하는 미국의 정책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논의를 확장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부담 가능한 주택의 지속 공급을 위해서는 주차장의 최저 공급기준이 수

요를 반영하고 있는지와 그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국내외 주차장 관련 정책 및 제도

우리나라의 주차장 공급기준은 2000년대 초반까지 공급확대 일변도의

정책에서 최근에는 대중교통의 발달로 입주민의 수요를 감안하여 공공임

대주택 위주로 공급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수요에 기반하지 않은 공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주차장 관련법령은 건축법에서 1967년 건축

물 부설 주차장설치 의무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주차면수 산정

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시행초기 전용면적 기준에서 1996년 세대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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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경7)된 것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은 국민의 차량보

유율 증가에 따라 세대 당 1대 이상으로 시행 초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하였다.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60㎡초과는 1대/세대, 60㎡이하인 경우 0.7대

/세대를 적용중이다. 이와 달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위임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유형

별로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부록표 참고).

구분 대상 기준(세대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단지 또는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60㎡초과 : 1.0대 이상

․전용 60㎡이하 : 0.7대 이상

※ 원룸형 0.6대(30㎡미만 0.5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전용 30㎡이상 : 0.7대 이상

․전용 30㎡미만 : 0.5대 이상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전용 30㎡이상 : 0.5대 이상

․전용 30㎡미만 : 0.4대 이상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상업지

․전용30㎡초과～50㎡이하 : 0.3대이상

․전용 30㎡이하 : 0.25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상업지 이외

․전용 30㎡초과∼50㎡이하 : 0.4대이상

․전용 30㎡이하 : 0.35대 이상

[표 2-5] 현행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는 차량 보유율이 낮은 대학생, 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행복

주택 등 일부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6

월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사

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같이 서울시는 지역 및 입주대상에 따라 주차

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 발표를 통해 대

7) 주택 유형별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013.5.31.이전에는 60㎡당 1대(준주거,

상업지역 120㎡당 1대)였으나, 개정 후 면적기준이 삭제되고 세대 당 기준만 적

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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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교통 중심의 역세권 직주근접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주차장 설치기준

을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청년주택사업의 목적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

한 지역의 규제완화와 개발을 통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입법 취지에 맞추어 상업지역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설치 기준을

조례 위임사항의 최저치를 적용하여 법정 0.5대를 0.25대까지 완화하였다.

조례에 따른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서는 주차장

수요를 억제하고 나눔카 유치사업 등을 활성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으

며, 궁극적으로 차 없는 주거 문화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역세

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관한 표준 협약서」에는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

행자로 임차인을 제한하였다. 수요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부록

표 참고).

해외의 주차기준을 살펴보면, 미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용도나

규모에 따른 최소 주차면적 확보기준에서 도심지 내 교통 혼잡 등의 문제

로 점차 주차공급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다. 교통 접근성과 도

심․외곽의 구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뉴욕시

에서는 일률적인 주차장 공급으로 중․저소득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해소하고자 수요특성에 기반하여 주차기준을 평균 세대당 0.5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주택대비 20～25%, 고령자

임대주택은 60～70%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McDonnell et al., 2011).

영국 역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설치 보다는 오히려 설치 통제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다. 신축 시 확보해야할 주차장면수를 제한하고 도심

지 기존 민영주차장 사업을 면허제도로 전환하고, 비거주자의 주차를 규제

하는 정책을 대도시에서 추진하였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각 지방

자치단체에 부여하여 해당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정책을 입안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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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도시화를 경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온 선진국과 달리

아시아는 급속한 도시화, 고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차문제는 더욱 심

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공급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것임

은 분명하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 서울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도쿄, 홍

콩, 싱가포르, 베이징 등의 대도시권의 주차기준은 서울보다 상당히 낮다.

일본의 경우 1962년 국가차원에서 자동차 보관 장소의 확보 등에 관

한 법률 에 의해 공동주택 거주자의 차량구입, 소유권 이전 등 차적의 변

경사항을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차고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의 수요를 관리하고 있다(안정근․오승훈, 2000). 일본의 주차장 설

치 기준은 도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용도지역에 따라 상이한 주차

장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1년 기준 도쿄의 주차기준은 세대당 최

소 0.2대, 평균 0.28대를 적용중이다(Barter, 2010).

홍콩은 인구밀도와 공동주택 위치에 따른 차별적인 주차장 공급 정책

을 시행중이다. 높은 주차장 이용요금 부과, 대중교통망 확충, 차량 구입․

소유세 부과 등을 통하여 소유 및 주차수요를 기본적으로 억제하고 주거

단지에서의 주차수요를 관리하고 있다. 2011년 기준 홍콩의 주차기준은 세

대당 최소 0.03대, 평균 0.24대를 적용중이다(Barter, 2010).

싱가포르는 1973년부터 주차장 이용요금 부과, 자동차 보유 억제 등을

통해 주거지의 주차수요를 관리하고 있어 국내의 단편적인 주차장 공급

강화와는 차이를 보인다(안정근․오승훈, 2000). 1973년부터 모든 공영 공

동주택 주차장에 주차장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공영주택단지 주차

공급기준 결정은 가장 높은 주차수요가 발생하는 시기인 준공 후 12년차에

단지 주차수요를 조사 후 입주자의 차량 수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공급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주차기준이 세대당 1대를 초과한다

(Bart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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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Area
Small flats

(slots per unit)
Small flats

(slots per 100㎡)
Medium flats
(slots per 100㎡)

Average
(slots per 100㎡)

Seoul 0.8 1.3 1.5 1.44

Hong Kong 0.03, 0.1 0.05, 0.2 0.03, 0.6 0.24

Hanoi 0.2 0.3 0.2 0.25

Tokyo 0.2 0.3 0.2 0.28

Beijing 0.4 0.7 0.4 0.52

Bangkok 0.2 0.3 0.9 0.62

Taipei city 0.4 0.7 0.7 0.67

Manila 0.3 0.4 0.9 0.67

Guangzhou 0.5 0.8 0.6 0.74

Singapore 1.0 1.7 0.9 1.30

Sydney 0.9 1.6 1.2 1.36

주1) Small flats: 59㎡, Medium flats: 110㎡(middle-suburb, 100세대 이상 아파트)

주2) Singapore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주택 자료임.

주3) Hong Kong은 왼쪽은 공공주택(subsidized housing), 오른쪽 민간주택 기준

[표 2-6] 아시아 주요도시들의 아파트 주차기준 비교(Bart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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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통행특성, 차량보유와 주차수요의 관계

1. 통행과 효용이론

근대도시계획이론에 따른 도시화와 함께 자가용 중심의 도시공간 조

성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1990년대에 들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영국 등 자가용 이용에 의존적인 생

활패턴이 보편화된 국가들에서 저밀․분산․확산의 도시 형태를 고밀․혼

합․보행친화적인 도시 형태로 전환하여 교통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 계획이론8)

이 등장하였다(김희철,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 및 교통계획 분야에서

건조환경과 통행행태(travel behavior), 차량소유(car ownership), 주차수

요(parking demand) 사이의 관계에 관한 다수의 실증 연구가 수행되었다

(Saelens et al., 2003; Handy et al., 2005).

통행과 건조환경의 관계는 Mitchell(1954)의 “Urban Traffic-A

Function of Land Use”에서부터 실증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Cervero

and Kockelman(1997)이 밀도(density), 다양성(diversity), 가로패턴

(design)의 3Ds를 제시하였고, 이후에 진행된 연구들이 그들의 3Ds를 바

탕으로 새로운 건조환경 요인을 추가하면서 도시의 통행과 건조환경의 관

계에 대한 연구의 틀이 발전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접근성(destination

accessibility)과 대중교통시설까지의 거리(distance to transit)를 추가하여

도시의 건조환경을 5Ds로 파악하는 추세를 보인다(Ewing and Cervero,

2010; Stevens, 2017). 이 연구에서는 5Ds를 바탕으로 하되 이후에 이어지

는 통행, 차량 이용, 차량보유, 주차수요 등의 관계해석을 통해 유의미한

8) 일반적으로 압축도시 계획이론은 적정한 수준에서 고밀개발과 직주근접의 토지이

용 형태를 조성하여,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도심을 활성화시키면서 동

시에 자가용 이용에 대한 수요 및 통행거리를 감소시키고, 대중교통과 보행 및

자전거 이용을 촉진시켜서 에너지 소비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을 달성하고자 제

안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김형국, 1997; 안건혁, 2000; 김승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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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채택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통행 관련 이론은 고전 경제학의 효용 극대화 이론을 바탕으

로 발전해왔으며, 도시형태의 차이에 의해 통행 행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효용이론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개인은 효용

이 최대화가 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가정한다. 또한 효용이론에서 개

인은 선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 가지 수

단을 선택하며, 교통비용, 예산, 시간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 방법

은 환경 수준의 변수와 시간 비용을 강조한다(Krizek et al., 2009). 통행수

단 선택에 대한 효용이론은 통행 기반 효용이론(travel-based approach)과

활동 기반 효용이론(activity-based approach)으로 나누어진다. 통행 기반

효용이론은 토지이용과 통행의 관계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과정에서 발생

하는 비용의 최소화로 이해할 수 있다. 출근, 등교, 쇼핑 등의 일상적인 활

동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이 가장 작은 수단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김희철, 2014). 이러한 개별통행 단위에서 차량 이

동의 효율성이 가장 높다면 개인은 자가용 소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 일회의 통행 시 통행수단을 결정하는 과정만으로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할지 여부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러한 통

행단위 효용이론의 한계는 활동 기반의 효용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Bhat and Koppelman(1999) 등 활동 기반의 효용이론을 옹호하는 연구에

서는 사람은 통행수단에 대한 효용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전체 활동패턴을

최적화하거나 활동에서 오는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

한다(Maat et al., 2005). 통행단위의 접근법은 개별 통행시 통행수단을 결

정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고, 활동 기반의 접근법은 연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어 통행행태와 활동의 상호 작용을 조명하려는

시도이다(Bhat and Koppelman, 1999).

Maat et al.(2005)은 기존의 통행 기반 효용이론과 활동 기반 효용이론

의 관점을 종합하여 토지이용에 따른 통행행태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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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예컨대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용의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고밀․혼합적인 토지이용으로 인해 목적지까지의 접근성 향상

은 사람들의 통행거리를 감소시키게 되어 차량이용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

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행비용이 아니라 활동에서

얻는 효용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오히려 고밀 혼합적인 토지이용의 도시

에서는 사람들이 통행거리를 조금만 더 늘리면 더 많은 활동의 기회를 얻

을 수 있기 때문에 통행거리가 반드시 감소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게

된다(조상규, 2008; 김희철, 2014).

2. 통행특성, 차량보유와 주차수요에 관한 경험적 연구

1) 주차수요에 관한 실증연구

도시와 그 안의 도시민들에게 미치는 매우 큰 영향에도 불구하고 통행

패턴 연구에서 주차장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전의 연구자들은 통행

을 고려할 때 통행 행위에 더 집중하였고 차량은 주차장 보다는 도로에 더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편의는 통행에 관한 다수의 연구

에서 발생하는 문제였다. 통행 모형에서는 차량이 이동하는 순간만을 고려

하였고, 도착 후에는 마치 차량이 증발해버리는 것처럼 여길뿐더러 주차비

용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Manville and Shoup, 2005).

초기의 적정 주차기준에 관한 연구들은 상업업무 용도에 한정되어 왔

다(Still and Simmons, 2000; Marsden, 2006, 2014). 주차기준과 개발의 관

계에 관한 실증 결과 유럽에서는 관련성이 크지 않았으며, 북미 지역을 대

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며 주차기준이 개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Li and Guo, 2018). Cutter and Franco(2012)는 LA지역

에서 비주거 시설에서 주차장 건설의 한계비용이 한계편익을 초과하는 경



- 22 -

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실증하였다. Manville et al.(2013)의 연구 결과

역시 도심의 역사적인 건물의 재개발시 과도한 주차 기준으로 인해 경제

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시간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공간이 주택의 부설주차장

이며, 주택 내 주차가 차량의 소유 및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주차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Weinberger et al., 2009;

Bates and Leibling, 2012; Guo, 2013). 주택가 주차장에 관한 연구는 2000

년대 후반 들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크게 대중교통서비스를 비롯한

입지여건과 주차수요의 관계 해석 연구, 주차기준이 개발비용과 토지이용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이와는 다른 관점

에서 주차기준이 차량 소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들이 있다.

입지여건과 주차수요에 관한 연구는 통행에 관한 연구에 비해 실증연

구 성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해석에 활용되는 분석변수 역시 일반적

인 합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Rowe et al.(2011)는 시애틀의 두

도심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서비스와 주차수요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높은

수준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차량 소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연구결과 대중교통서비스가 양호한 곳은 세대당 0.52대로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주차수요가 50%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종

속변수는 차량보유대수이며, 독립변수는 가구특성으로는 가구소득, 가구원

수, 자가주택여부, 주거비지출, 교통비지출, 통근수단이며, 토지이용특성으

로는 인구밀도, 주거밀도, 고용밀도, 주거블럭 크기, 교차로 밀도, 용도균등

도를 사용하였다. 통행관련 실증연구와 사용변수에서 차이는 없다. 연구결

과 용도혼합개발, 통행거리의 단축, 높은 직주균형, 높은 대중교통인접성

이 높아질수록 주차 수요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 고용밀

도, 블록크기, 용도균등도, 가구소득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샘플사이즈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한계점으로 지적하였

다. McDonnell et al.(2011)은 필요 이상의 주차 공급이 개발비용을 상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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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가능성을 낮추는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지역

의 맥락(context)에 맞는 적정 주차기준을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하였

다. 뉴욕시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역세권(within 1/2 mile)인 경우 세대

당 0.46대, 비역세권 0.99대로 역세권인 경우 비역세권 수요의 절반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차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

증연구는 작은 표본 크기 또는 방법론의 한계로 인해 일반화된 이론으로

적용할 만한 강력한 사례(strong case)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차기준이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Manville

and Shoup(2005)에 의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들은 “Parking, People

and Cities”를 통해 주차기준과 도시 형태에 관한 학술적 함의를 제공하였

다. 미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밀의 도시일수록 토지의 많은

부분을 도로에 할애하고 있지만 1인당 도로 공간은 더 적은 것을 지적하였

다.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인구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로 고밀의

도시일수록 차량 통행거리는 짧은 반면 혼잡은 심할 수밖에 없다. 한정된

도로 여건에서 새로운 주택 개발에 최소 주차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교통 혼잡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며 가로활동이 제한을 받게 될 것

임을 경고하였다(Manville and Shoup, 2005). Shoup(2005)은 이전의 계획

가들이 통상적으로 개발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각각의 토지 용도에 대

해 첨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 주차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비판하면

서 적정 주차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의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당시의 LA지역을 기준으로 주차장 1면을

공급하는데 $23,600가 소요되며, 매월 소요비용9)으로 환산시 $124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Shoup(2005)은 최소 주차기준 설정은 개발

비용의 상승을 불러오며, 차량소유자에게만 지급되는 보조금을 위해 세금

을 걷는 것과 같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계획가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주차기준에 대한 수정

9) 낮은 할인율, 장기간의 상각기간을 가정하고 세금은 없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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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시애틀(Seattle) 교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기는 하나 사용하지도 않는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세대당 $10,000에서 $14,000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Shoup, 2014).

마지막으로 주차기준이 차량소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를 보면, 필요 이상의 주차기준은 오히려 차량 소유를 촉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높은 주차기준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는 차량 소유의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차기준으로 인해 주거밀도가

낮아져서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이다(Weinberger et al., 2009; Manville et

al., 2013). Weinberger et al.(2009)은 뉴욕시(New York)의 퀸즈(Queens)

와 브루클린(Brooklyn)을 대상으로 비슷한 인구사회적 특성과 대중교통서

비스 수준을 가진 지역 내에서 주택 부설 주차장 여부에 따라 차량소유 비

율이 다르며 부설주차장이 있는 주택 거주자들의 차량 소유비율이 높으며,

통행거리도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주차장의 공급이 차량 소유를 촉

발시키며 초과 통행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실증한 것이다.

Manville et al.(2013)은 뉴욕과 LA를 대상으로 주차기준과 차량보유

의 관계를 분석한 그의 논문에서 최소 주차기준이 10% 상향되면 단위면

적당 5%, 1인당 4%의 차량 증가를 가져오며, 6%의 인구밀도와 주택밀도

감소를 초래하는 것을 밝혀냈다.

한편, 주차기준 유형에 따른 주차장 공급의 증감 효과를 분석한 연구

에 따르면 도심은 주차하한제(minimum parking requirements), 외곽은 주

차상한제(maximum parking requirements)가 주차장 공급을 줄이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Li and Guo, 2014, 2018).

10) 쇼핑몰의 경우 최소 주차기준 설정으로 인해 지상주차장인 경우 67%, 지하주차

장인 경우 93%까지 개발비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11) 연구에 따르면 런던 도심에서 주차하한제 실시이후 이전보다 세대당 0.76대가

감소하여 실시이전보다 4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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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연구자 주요 연구결과 활용변수

주차수요

영향요인

Rowe
(2011)

대중교통서비스 양호지역 주차수요는

50% 감소하며, 가구소득과 밀접한 관

계를 가짐

가구소득, 밀도, 용도

균등도, 대중교통인접성

McDonnell
(2011)

뉴욕시 기준의 역세권의 주차수요

는 0.46대로 비역세권의 50% 수준

필지별 주차기준,

용적률, 대중교통인접성

주차기준

과

개발비용,

토지이용

Manville
&Shoup
(2005)

고밀의 도시일수록 토지에서 도로 비

중이 높지만 1인당 도로 공간은 더 적

음. 주차장은 도로와 같이 기반시설로

인식하는 것이필요

도로면적, 주차장면적,

고용자수

Shoup
(2014)

사용하지도않는주차장을설치하기위해

세대당$10,000∼14,000을추가로지출

주차장 건설비용,

주차 점유율

주차기준

과

차량보유

관계해석

Manville
(2013)

주차기준 상향이 차량보유 증가와 인

구밀도 및 주택공급의 감소를 초래

인구밀도, 대중교통

인접성, 주택노후도,

가구소득

Weinberger
(2009)

부설주차장이 있는 주택 거주자들의

차량 소유비율이 높으며, 통행거리도

많음

도로, 노상·노외주차

장, 인구밀도, 주택규

모, 소득, 통근행태

[표 2-7] 주차관련 주요 선행 실증연구

2) 통행특성과 차량보유, 주차수요의 관계

Bhat and Koppelman(1999)을 비롯해 활동 기반 효용이론을 지지하는

관점에서 보면 한 가구의 자가용 보유 여부는 1) 가구 전체의 활동패턴을

최적화하거나, 2) 활동에서 오는 비용을 최소화 하거나, 3) 효용을 극대화

하는 방법이 자가용일 때 자가용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통행이 가구의 최종 의사결정으로 연결되기까지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차

량 이용수요가 자가용 보유 수요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주차수요로 연결되

며 다음의 [그림 2-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가장 먼저 통행자 개인 또는

가구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토지이용특성에 따라 통행수단을 선택하게 되

고 이는 차량 이용 수요가 된다. 차량이용수요에 관한 연구는 이어지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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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관련 실증연구 검토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다음 단계로 자가용 보

유 여부는 주로 가구의 경제적 여건 및 주차 여건에 따라 결정되게 되며,

최종적으로 자가용 보유는 곧 주차 수요로 연결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작용방향과 반대 방향의 영향이 발생하기도

한다. Guo(2013)는 뉴욕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차여건이 양호한 경

우 자가용 이용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자가용을 보유한

경우 유사한 편익과 비용을 가지는 경우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을 선

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차량 이용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림 2-2] 통행과 관련한 가구의 의사결정 작용 패턴

이와 같이 차량 이용 수요, 자가용 이용 여부 또는 수요, 주차 수요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만 크게 보아 통행의 관점에서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주차수요와 관련한 실증연구는 분석의 틀을 통행수단 선택 모형과 유사하

게 적용하는 사례가 다수이다. 주차수요를 추정한 실증연구인 Rowe et

al.(2011) 역시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토지이용특성을 영향요인으로

하여 주차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

으로 이 논문에서는 차량이용수요, 자가용 이용 수요, 주차 수요를 통행수

요라는 큰 틀 안에서 사회경제적 특성, 토지이용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속

성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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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행특성 관련 실증연구

도시의 교통 문제와 토지이용의 관계를 분석하는 실증연구에는 다양

한 관점이 있다. 크게는 정책 목표에 따라 통행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인 관점, 사회적 약자의 공간적 필요에 주목하는 사회적인

관점, 그리고 교통, 대기오염 및 건강 문제에 주목하는 환경 및 공공 보건

론적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이들 각각의 관점에서도 집합적인 효과에

주목하는 연구 흐름과 개인적인 효과에 주목하는 연구 흐름이 존재한다

(조상규, 2008).

초기의 연구들은 전통적인 집단적 분배 모형(aggregate allocation

model)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집단적 분배 모형은 도시를 하나의 거대

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도시의 공간 구조에 의해 전체적인 교통 수요가 어

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한다(조상규, 2008). 집단적 분배 모형에서 보면 모

든 통행자가 자신의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주거 입지를 선택한다면

도시 전체의 교통비용은 최소가 될 것이다. 심교언(2001)의 연구에서는 교통

에너지 소비와 도시공간구조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우리나라 중소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규모, 밀도, 중심지 패턴과 같은 집합적 토지이용 특

성과 교통 부문의 에너지 소비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핵 구조를 가지는

도시가 교통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와

달리 다핵화 및 직장의 분산이 이뤄지더라도 주거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교차 통근 통행이 발생함으로써 실제로 통

행거리의 감소나 교통․수송 부문의 에너지 절약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는 연구결과도 있다(임주호, 2006).

하지만 집단적 분배 모형은 실질적인 통행의 의사결정 단위인 통행자

개인의 행태적 특성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집단적 분배모형은

경제학이나 행태학 이론에 기반을 둔 모형이 아니라 중력 모형과 같은 물

리학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주된 관심사가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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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flow)에 대한 신뢰할 만한 예측과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있기 때문

이다.

최초의 개별 행태 모형(disaggregate behavioral model)은 통행자 개

인의 교통수단 선택에 관한 행태를 기초로 작성한 Warner(1962)의 확률

모형이다. 그는 통행자들의 통행 자료를 이용하여 통근 통행과 기타 통행

등 두 가지 목적의 통행에 대해 두 수단간 선택모형(binominal choice

model)을 정립하였다. 이후로 Ben-Akiva(1985) 등을 거쳐 통행수단 선택

에 대한 확률효용이론이 오늘날의 형태로 정립되게 되었다(조상규, 2008).

초기 개별행태 모형은 토지이용 특성이 통행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했

다. 거시적인 토지이용 특성 관점에서는 직주근접, 고용접근성이 통행거리

를 감소시키고 자가용 이용수요를 줄인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다수를 이룬

다(신상영, 2003; 조상규 2008; 김희철․안건혁, 2011; Handy, 1993;

Cervero and Duncan, 2006). 정책적으로 해석하면 압축적 도시공간구조가

통행비용과 에너지를 절감하고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와 달리 소수의 연구에서는 직주근접 및 분산화의 효과가 통행거리 감소

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하였다(전명진, 1997; Giuliano

and Small, 1991, 1993).

미시적인 토지이용 특성 관점에서 밀도, 용도혼합 등이 통행거리 감소

와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조성에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전개되면서 연

구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밀도가 높을수록, 토지이

용이 혼합될수록 통근거리가 감소하고,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로의 수단

선택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전명진, 1997; 송미령,

2003; 신상영, 2004; 홍진현, 2007; 전명진, 2008; 김희철․안건혁, 2011;

Cervero, 1996; Cervero and Kockelman, 1997; Cervero and Duncan,

2006). 하지만 위의 연구와는 다르게 압축도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요소

들이 통행거리와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통행거리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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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과 통행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가구

의 공간적 의사결정 과정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토지이

용 위주의 개별 행태 이론이 가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토지이용과 개별 행태 이론은 토지이용의 직접적인 효과를 중시한 결과,

환경 결정론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가구의 주거 입지 선

택은 가구원의 공간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의사 결정의 결

과이므로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입지 특성이 상호 독립적으로 작용한

다는 기존의 개별 행태 모형의 틀은 보완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하

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이와 같이 토지이용특성과 더불어 개인 또는 가

구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이 통행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가 다수

를 이룬다(Ewing and Cervero, 2001; Handy et al., 2005; Cervero and

Duncan, 2006).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국내의 연구로는 전명

진․정명지(2003), 조상규(200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상의 실증연구들

은 모두 가구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토지이용 특성에 상이

하게 반응하면서 일관된 통행 패턴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였다.

통행 행태 연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문제는 통행에 영향을 미치

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입지 특성의 상호 작용에 관한 것이다. 통행

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 특성은 가구의 능동적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토지 이용이 통행에 미치는 영

향은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 강화되거나 혹은 상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는 것이다(조상규, 2008). 가구의 입지 결정과 통행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토지이용과 통행 관계의 이론을 교통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도시 경제학적

인 관점으로 옮겨지게 했다. 가구의 입지 결정을 중요시 하는 이론적 관점

에서 보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통행 거리의 증가는 전통적인 도시

경제학의 입찰지대이론 및 주거이동이론과 연결된다.

한편, 토지이용과 가구특성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 주제로 주거자기

선택(residential self-selection) 이슈가 있다. 2000년대 중반 해외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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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토지이용과 통행의 관계에서 주거자기선택에 의한 효과가 있음을 실

증한 연구가 다수 있다(Bagley and Mokhtarian, 2002; Krizek, 2003;

Handy et al., 2006).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

라 토지이용이 통행에 미치는 효과의 강화 혹은 상쇄 여부를 살피기보다

는 개인의 행태적 관점에서 주거자기선택 효과를 배제한 순수한 토지이용

의 통행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Monkkonen(2012)과 Guerra(2014)의

논문에서는 상반된 주거자기선택 결과에 따라 토지특성에 따른 차량이용

수요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에

서는 주거자기선택이나 거주환경에 대한 선호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주거자기선택 문제를 연구에서 배제하는 소수 입

장에서는 개인의 선호나 취향을 모두 충족시키는 주거지는 없을 수도 있

으며, 그러한 주거지역이 있어도 자신이나 가구의 사회경제적 한계로 인하

여 선호하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

이 있다(성현곤 외, 2014; Cho, 2011; 김희철, 2014). 한편, 주거자기선택을

다루는 방법론으로는 직접 질문(direct questioning), 통계적 통제

(dtatistical control), 도구변수모형(instrumental variables), 표본선택모형

(sample selection models),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s)

등이 있다(Mokhtarian and Cao, 2008). 해외 선행 실증 연구에서는 가구소

득 등의 변수 통제하는 통계적 통제 방식(Handy et al., 2005)과 직접 질문

방식(Handy et al., 2006) 등이 활용된 바 있다.

최근의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압축개발 계획이론에 따른 지역개발 및

근린 설계는 자가용 이용 수요를 줄여준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룬다

(Ewing and Hamdi, 2015a, 2015b; Ewing and Cervero, 2017). 한편, 다수

의 선행연구 결과들 간의 상이함을 밝히기 위해 탄력도를 비교하는 메타

분석이 활용되기도 하였다(Ewing and Cervero, 2001, 2010, 2017; Gim,

2012; Stevens, 2017). Ewing and Cervero(2001, 2010)는 연구자의 선택 편의

(selective reporting bias)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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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s(2017)는 그간의 연구를 망라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연구결과의 일

반화를 시도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선행연구는 종속변수가 통행거리

(VMT; Vehicle Miles of Travel)이며 독립변수는 압축 개발의 척도

(measure)이다.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통제되었다. Ewing and Cervero

(2010)의 연구를 포함하여 1996년부터 2015년까지의 논문 중 VMT를 종속

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 분석이면서 가구 특성 보다는 토지이용 특성을 변

수로 다룬 연구로 한정하여 최종 37개 연구를 도출하였다. 그는 주거의 자

기선택효과가 통행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VMT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도심과의 거리와 가구밀도가 통

행수요를 떨어뜨리는 효과에 있어서 자기선택을 통제한 경우의 연구에서

통행수요를 더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다른 변수들에

서는 자기선택 여부가 통행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

[그림 2-3] 통행관련 실증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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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요 연구결과 관점

송미령
(1997)

-토지이용혼합도가 높을수록 자동차 통근비중 감소

-사회경제적 변수들 또한 통근에 중요한 영향을 줌
미시

Cervero &
Kockelman(1997)

-3Ds 연구의 틀 제시. 밀도(density), 다양성(diversity),

설계(design) 변수가 자동차 통행거리 감소에 기여
미시/거시

김성희․이창무
․안건혁(2001)

-승용차에 대응한 대중교통의 상대적인 시간 및 비용이

통행수단 선택에 큰 영향을 줌

-대중교통 접근시간 및 거리가 길수록 승용차 의존도 증가

거시

Bagley &
Mokhtarian(2002)

-보행과 근린특성의 관계에서 태도(attitude)와 생활선호

양식(lifestyle preference)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침

미시/거시

/가구

전명진․정명지
(2003)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통근거리 증가

-연령이 높을수록 통근거리는 감소

미시/거시

/가구

신상영
(2004)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할수록 자동차 의존도 높음

-미시적 토지이용보다 광역적 입지가 통행패턴 결정

미시/거시

/가구

Handy et al.
(2005)

-밀도, 용도혼합, 대중교통접근성, 보행친화요소가 높을

수록 차량 통행거리는 줄어듦

미시/거시

/가구

Handy et al.
(2006)

-접근성, 대중교통인접성, 사회화(socializing)가 보행 증진

-통행태도(attitude), 이웃선호(preference) 등 주거자기

선택을 감안하여도 건조환경은 보행선택에 영향을 미침

미시/거시

/가구

조상규
(2008)

-통근거리는 가구소득에 비례

-역세권 주거입지의 자가용통근 감소효과는 고소득,

중간소득 이상에서만 유의미

거시/가구

Ewing & Cervero
(2010)

-고용접근성이 자가용 수요 감소, 영향크기는 작음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효과는 커짐
거시/가구

김희철․안건혁
(2011)

-밀도, 용도혼합, 고용접근성 높을수록 통근거리 감소

-고소득층에서 고용접근성의 통근거리 감소효과 큼

미시/거시

/가구

Guerra
(2014)

-소득계층에 따라 주거의 자기선택에 따른 효과로 교외

거주 빈곤층의 자가용 이용 수요 낮음

미시/거시

/가구

Ewing & Hamdi
(2015)

-압축개발 계획이론에 따른 지역개발 및 근린 설계는 자가용

이용 수요 감소 효과가 있음

미시/거시

/가구

Ewing & Cervero
(2017)

-4D 변수는 개별 변수만으로는 영향이 작을 수 있으나,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커질 수 있음

-세계도시를 하나의 기준으로 분석하기 어려움

미시/거시

/가구

Stevens
(2017)

-가구의 주거 자기선택 여부가 자가용 통행 수요를 감소

시키는데 영향을 미침

-4D 변수가 자가용 통행 수요를 감소시키지만 영향은

크지 않음

미시/거시

/가구

[표 2-8] 통행관련 주요 선행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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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선행 연구의 한계와 연구 방향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도시 교통 혼잡의 완화 측면에서 주차수요

에 관한 다수의 실증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차 수요에 관한 연구 중 입지

여건과 주차수요의 관계 해석 연구와 주차기준이 개발비용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차례로 일반화의 한계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

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입지여건과 주차수요에 관한 연구에서는 많지 않은 사례이

기는 하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

해 주차수요가 많게는 50%까지 감소하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주차 수

요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며, 분석에 활용된 토지이용특성 변수 역시 제한적이었다. 또

한 작은 표본 크기 및 방법론의 한계, 부족한 선행연구 사례로 인해 일반

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차기준이 개발비용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는 북미의 사례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북미도시를 준거로 도출된

경험적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지, 특히 저소득 가

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개발에서도 적용이 될지는 확인이 필요

하다.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토지이용 특성과 주차수요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한계로 인해 살펴본 통행특성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입지 여건이 통행자의 통행 수요에 어느 정

도의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입지여건 보다는 가구의 사

회경제적 특성이 통행 수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토지이용

이나 입지 여건이 통행자의 습관적인 통행 행태를 뒤바꿔놓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조상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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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은 실증 연구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구함

에 있어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토지이용 특성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예컨대 저소득층일수록 통행비용 최소화를 위해

역세권 입지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역세권에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가구의 상이한 사회경제적 특성과 토지이

용 특성이 상호간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

는 지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는 많지 않다.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한

통행 선호와 토지이용 특성 또는 입지에 의해 주어지는 상황이 상호 작용

하는 방식이 달라질 경우 정책적 함의는 달라질 수 있다.

또 하나 토지이용과 가구특성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 주제로 주거자

기선택(residential self-selection) 이슈가 있다. 국내 소수의 연구에서는

주거자기선택이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자료 구축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분석

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해외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토지이용과

통행의 관계에서 주거자기선택에 의한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대부

분의 연구에서 직간접적으로 주거자기선택 효과를 반영하여 연구를 수행

한 바 있다(Bagley and Mokhtarian, 2002; Krizek, 2003; Handy et al.,

2006; Monkkonen, 2012; Guerra, 2014). 이 연구에서는 이어지는 실증분석

에서 주거자기선택을 포함하여 토지이용 특성과 주차수요의 관계를 해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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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분석의 틀

제1절 분석의 개요

1. 연구의 개념적 틀

연구의 개념적 틀은 이론적 검토를 통해 설정한 통행과 관련한 가구의

의사결정 작용 패턴12)에 따른다(그림 2-2 참고). 연구 주제인 주차 수요는

통행관계 이론에서 다수의 실증연구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차량 이용 수

요에서 출발한다. 차량 이용 수요는 가구의 생애주기, 소득수준과 더불어

주택의 유형에 따라 차량 보유 수요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차장 여건과 주차비용이 작용할 수 있다. 단,

이 연구의 대상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차장 공급이 수요보다 낮은 곳

은 없으며, 모두 무료주차인 점, 차량공유 서비스 미시행을 감안하여 모형

의 분석변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림 3-1] 연구의 개념적 틀

12) 연구의 목적이 주차수요 추정에 있으므로 [그림 2-2]의 주된 작용 방향만을 고

려하며, 주차 수요(주차 기준)가 자가용 보유 또는 차량 이용 수요에 미치는 영

향은 해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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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차량 보유 수요가 주차 수요로 연결되는 단계에서는 자율 주

행, 기계식 공영주차장 등의 정책적, 기술적 진보가 반영될 수 있다. 현재

상황 기준의 분석을 위해 이 연구의 모형에서는 제외하되 결론에서 제언

하고자 한다.

차량 이용에 대한 수요관리 측면에서 지난 수십년간 통행과 건조환경

(built environment)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도시계획․교통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분야 중의 하나이다(Ewing and Cervero, 2017). 그러

나 주차수요를 실증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이들 연구 역시 입지여건

과 주차수요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주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차수요에

대한 토지이용 특성뿐만 아니라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등 기본적

인 측정변수들을 포함하여 차량 이용 수요에서 차량 보유 수요로 논의를

연결하기 위한 코호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코호트 별로 통행자의 사회경제

적 특성에 의한 통행 선호와 입지에 의해 주어지는 상황의 상호 작용에 대

해 살펴보고 토지이용 특성과 주차수요의 관계에서 주거자기선택이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의 설정

이론적 고찰과 연구의 개념적 틀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주차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

엇인가? 주차수요와 통행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토지이용 특성이 주차

수요에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만, 통행 수요에 지배적인 영

향을 끼치는 것은 입지여건 보다는 통행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라는 것이

다. 주차 수요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의 관계는 의미 있는 선행연구

는 없으나 통행수요의 실증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와 단지 특성에 따라 주차수요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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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있는가? 전명진․정명지(2003)의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통근거리가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통근거리는 인구

밀도, 직장밀도가 높을수록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희철․안

건혁(2011)13)은 저소득 계층에서는 밀도, 용도혼합, 고용접근성이 통근거

리를 감소시키고, 고소득 계층에서는 고용접근성 만이 통근거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의 종속변수가 통근거리이며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차 수

요라는 점, 일반적인 연구에서의 소득 계층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 계층이

상이하다는 점 두 가지 차이로 인해 실증연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구의 소득수준, 연령 등 사회경제적 차이가 행태적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이 가능하다.

셋째,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주차기준은 적정한가? 선행연구에서는 높

은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차량 소유를 줄일 수 있을 것으

로 가정하였으며, 연구결과 대중교통 서비스가 양호한 곳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주차수요가 50%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Rowe et al., 2011). 또

한 이 연구의 사례연구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차수요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수요

는 현재 법정 기준에 비해 대체로 낮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청년, 고

령자 등 특정 계층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연구문제1.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주차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가설1-1.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주차수요는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경제적 특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13)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1∼2분위(월소득 200만원 미만)를 저소득 계층

으로, 5∼6분위(월소득 500만원 이상)를 고소득 계층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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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2. 고밀․혼합되고접근성이양호한지역에입지할수록주차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 수준은 차량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부담

이 될 수 있는 계층이 상당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주차 수요는 가구주 연

령, 가구원수 등의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가구소득이라는 경제적 특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밀도가 높고 토지이용이 혼합된다는 것은 상업, 업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이 근거리에 위치할 개연성이 높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으

며 고령자일수록 근거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토지

이용균등도가 높을수록 주차수요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실증한 바와 같이 대중교통인접성이 양호할수록 주차수요가 줄

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주로 통근 수요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비통근 수요를 의미하는 1대의 경우 인구가 밀집된 고밀의 입지일수록 주

차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문제2. 공공임대주택입주가구와단지특성에따라주차수요에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있는가?

가설2-1. 사회진입단계인청년가구의주차수요는광역입지인고용접근성

보다는 대중교통인접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2-2. 가구소득 1∼2분위와 3∼4분위 계층의 주차수요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각각 다를 것이다.

가설2-3. 주로 도시 내에 입지하여 기성 시가지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별동형인 경우 단지형에 비해 입지 자체가 주차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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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중 35세 이하인 청년가구의 경우 사무․관리직

인 경우 보다는 판매․서비스 또는 생산직일 가능성이 높으며, 근거리 통

근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입지상의 고용접근성보다는

대중교통인접성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소득 계층별로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1∼2분위의 경우 월평균 소

득이 100만원 미만인 1, 2인 가구의 비중이 상당하다. 따라서 생업용 차량

을 제외한 자가용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량 보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자산 및 소득이 낮은

1∼2분위는 통근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용도들이 주거지 인

근에 위치할 경우 꼭 필요하지 않은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통상 3∼4분위는 1∼2분위에 비해 1

인 가구 보다는 자녀를 둔 3인 이상 가구인 경우가 많은 경향을 보인다(조

상규, 2008). 따라서 3∼4분위는 토지이용과 무관하게 주로 가구의 사회경

제적 특성에 의해서 차량을 소유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들 가구

는 자녀의 교육14) 및 여가·문화생활 수요가 1∼2분위보다 상대적으로 많

으며 이에 따라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입지와 무관하게

차량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선행 실증 연구에서

도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자가용 통행거

리가 길어지는 것을 밝힌 바 있다(Guerra, 2014).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상업·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infrastructure)과 함께 공급되는 단지형과 달리 별동형은 임대주택 자체

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별동형의 경우 입지 주

변 기성 시가지의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 특성 변수가 주차수요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단지형에 비해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4) 윤인숙(1998) 및 박준범(2007)에 따르면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인 경우 자발적

으로 교육환경이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여 직장으로부터 떨어진 주거지역

을 선호하며, 통행비용의 증가를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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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3.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주차기준은 적정한가?

가설3-1. 대중교통인접성에 유의미하게 반응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역세권 여부에 따른 수요 감소의 크기가 다른 연령층보다

클 것이다.

가설3-2. 도심에 공급되는 별동형 임대주택은 대중교통인접성이 개선

될 경우 주차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청년 가구의 경우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자가용을 소유할 여건이 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가족과 동행하지 않는 단독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가용에 의한 이동이 꼭 필요한 경

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역세권에 입지 시 주차수요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2-3과 같은 맥락에서 별동형의

경우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수준 및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주차수요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 분석의 구성

앞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4장 사례연구와 5장 실증

분석의 순서로 분석을 수행한다. 4장 사례연구는 실증 분석에 앞서 연구자

료 구축, 현장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이론적 검토와 분석의 틀

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실증 연구에 앞서 측정된 변수들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의 준거를 마련하

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주거지역의 주차부족 문제와는 달리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유

형, 입주자 특성 및 공급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어,

본 분석에 앞서 임대주택 유형별로 주차실태에 대한 사례연구와 함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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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례연구 결과는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하

는데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5장 실증분석은 실제 입주자의 주차대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단지 주변의 토지이용 특성이 주차수요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 분석하고 분석 모형별로 주차수요를 추정한다.

분석단계 분석내용 및 방법 활용자료

사례 연구

1) 연구자료 구축

2)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차 실태

3) 공공임대주택과 입주민의 특성

- 유형별 특징 및 주요 정책대상

- 입주민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징

현장조사

데이터분석

실증 분석

1) 전체 모형과 층화된 하위집단 모형

- 주차수요 결정요인 분석

2) 모형별 주차수요 추정 및 비교

통계분석

[그림 3-2]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단계별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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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측정변수

1. 측정변수 선정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수요에 관한 실증연구는 자료 구축이 어려

운 이유로 연구 사례가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제2장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기존의 통행수요 관련 실증연구에서 다루어진 측정항목 위주로 분석

변수를 선정하였다. 초기의 실증연구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보다

는 토지이용 특성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 들어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추세이다. 단, 개인 단위

로 발생하는 통행패턴과는 달리 차량소유는 가구단위의 필요에 의해 발생

하는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에 가구원

수, 거주기간, 전용면적, 주택유형, 임대료 등의 측정변수를 추가하였다.

토지이용 특성 변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차량 소유가 통행과 동일하게

건조환경의 영향을 받는 변수인지에 대해서는 일반화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차량소유와 통행수단 선호15)는 도시 구조(urban structure)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외생적인 통제변수로 다른 변수와 구분하여 다루어야 한

다는 견해도 존재한다16)(Næss, 2009). 그러나 Rowe et al.(2011) 등의 연구

에서 통행관련 연구의 변수와 유사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의 변수

에서 주차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어 이 연구에서도 통

행관련 실증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를 적용하기로 한다.

통행관련 연구에서 통행과 건조환경, 즉 토지이용 특성을 측정하는 변

수는 밀도(density), 다양성(diversity), 가로패턴(design)의 3Ds를 사용한

Cervero and Kockelman(1997)의 연구에서 그 틀이 마련된 바 있다. 최근

15) 자기선택(self-selection)의 측면에서 통행 시 선호하는 수단을 의미함.

16) Næss(2009)는 같은 연구에서 통행과 관련된 개인의 주거 선호와 관계없이 주거

입지와 통행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며, 자가용 소유는 주거 입지에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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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접근성(destination accessibility)과 대중교통시설 인접성(distance to

transit; proximity)을 추가하여 도시의 건조환경을 5Ds로 파악하는 추세

를 보인다(Ewing and Cervero, 2010; Stevens, 2017). 최종적으로 이 연구

에서는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라 일반화된 이론과 측정 방식이 존재하는

인구밀도(density), 용도균등도(diversity), 고용접근성(destination accessibility),

대중교통인접성(distance to transit) 변수를 적용하였다.

최근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거자기선택(residential self-

selection)의 연구 방법론으로는 이론적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

질문(direct questioning), 통계적 통제(statistical control), 도구변수모형

(IV; instrumental variables), 표본선택모형(sample selection models), 구

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s) 등이 있다(Mokhtarian and

Cao, 2008). 각각의 방법론마다 자료구축의 가능성 및 장단점이 존재하므

로 연구자의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대체로 가구소득 등의

변수 통제하는 통계적 통제 방식(Handy et al., 2005)과 직접 질문 방식

(Handy et al., 2006) 등이 많이 활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입주자격기준으로 구분되는 임대주택유형

의 특성을 활용하여 가구소득 수준을 더미 변수로 구축하여 분석하는 통

계적 통제 방법과 소득 계층으로 층화하여 주거자기선택 효과를 간접적으

로 통제하여 살펴보는 방법을 병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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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선행 실증연구 연구

적용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사회

경제

적

특성

가구주 연령 ○ ○ ○ ○ ○ ○ ○ ●

가구주 성별 ○ ○ ○ ○

가구원수 ○ ○ ○ ○ ○ ●

가구소득 ○ ○ ○ ○ ○ ○ ○ ○*

직업 ○ ○ ○ ○

교육수준 ○

가구유형 ○

거주기간 ●

전용면적 ●

주택유형 ○ ○ ○ ○ ○**

총 세대수 ●

토지

이용

특성

인구밀도 ○ ○ ○ ○ ○ ○ ○ ○ ○ ○ ○ ●

용도균등도 ○ ○ ○ ○ ○ ○ ○ ○ ○ ●

고용접근성 ○ ○ ○ ○ ○ ●

업무지구거리 ○ ○ ○ ○ ○ ○ ○***

대중교통인접성 ○ ○ ○ ○ ○ ○ ○ ○ ●

기타 ○ ○ ○ ○ ○ ○ ○ ○ ○ ○

* 가구소득을 1∼2분위인 경우 1, 나머지는 0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 적용

** 주택유형을 단지형과 별동형으로 구분하여 층화변수 적용

*** 보조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최종 미반영

[표 3-1] 분석 변수 선택

연번 연구자 연구대상 분석방법 독립변수 종속변수

1
Frank & Pivo

(1994)

Puget Sound
Area

회귀분석 용도혼합, 인구밀도, 고용밀도 통행량

2
Holtzclaw

(1994)

California내
28개 주거지역

회귀분석
주거밀도, 대중교통인접성, 근린
쇼핑시설, 보행접근성

자동차
통행거리

3
Cervero &
Kockelman

(1997)

San Francisco
Bay area

로짓분석 3Ds(밀도, 다양성, 가로패턴)
자동차
통행거리

4
전명진

(1997)
수도권 로짓분석

출발지 및 목적지의 밀도, 전철
역 유무, 도심/부도심 여부

통근수단

[표 3-2] 선행연구에서 채택한 주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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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구자 연구대상 분석방법 독립변수 종속변수

5

Crane &

Crepeau

(1998)

San Diego
로짓 및
프로빗
분석

가로패턴, 도로밀도, 용도별
토지이용비율, 도심접근도 등

자동차
통행량

6

김성희․

이창무․안

건혁(2001)

지하철4호선
과천역 인근

로짓분석
대중교통인접성, 직장위치, 직장
에서의 주차여건

통행수단

7
송미령

(2003)
수도권 회귀분석

고용밀도, 사무실밀도, 토지이용
혼합도, 직주비율

통근수단

8
전명진

(2003)
수도권 다중회귀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주거
형태, 인구밀도, 직장밀도, 직장
위치

통근거리

9
신상영

(2004)

서울시 일반가구
(가구통행실태)

로짓분석

연령, 직업, 가구소득, 가구원수,
주택유형, 인구, 고용밀도, 용도별
면적비, 전철접근성, 버스접근성,
도십접근성, 고용접근성

자가용
여부

10
Handy et al.

(2005)

Northern
California

다중회귀
연령, 가구원수, 소득, 자가여부,
건축연도, 밀도, 토지이용혼합,
대중교통접근성

자동차
통행거리

11
Handy et al.

(2006)

Northern
California

순서형
프로빗

연령, 소득, 태도(Attitude), 인식
(perception), 접근성, 설계요소

보행선택

12
조상규

(2008)

서울시 일반가구
(가구통행실태)

다중회귀
로짓분석

소득, 가구원수, 연령, 직업, 혼인,
자녀, 맞벌이, 주택유형, 고용접근성,
도시철도접근성, 업무상업연계도

통근거리
, 자가용
여부

13
Næss

(2009)

Copenhagen
Metropolitan

Area
다중로짓

자가운전에 대한 태도, 성인 가구
원수, 연령, 입지, 소득, 업무지구
거리, 경제활동가구원수

자가용
소유

14
김희철․안

건혁(2011)

일반가구
(가구통행실태)

위계선형
모형

연령, 성별, 주택유형․소유형태,
직업, 자가용이용, 대중교통이용,
토지밀도, 용도혼합, 고용접근성

통근거리

15
Rowe et al.

(2011)

시애틀,
일반가구

다중회귀
가구소득, 가구원수, 자가여부, 밀도,

용도균등도, 대중교통인접성
주차대수

16
Ewing &
Cervero
(2017)

- 메타분석

5Ds(밀도, 다양성, 설계요소, 접근성,
대중교통인접성)

자동차
통행거리

17
Stevens

(2017)
- 메타분석

[표 3-3] 선행연구에서 채택한 주요 변수(앞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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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측정

1) 종속변수: 가구별 주차대수

종속변수는 가구별 주차대수이다. 총 30,429세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16,620대로 가구당 0.54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절반의 가구

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주차 점유율이 계획 주차면수의 47%에

그쳐 큰 틀에서 주차장 공급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는 주택단지의 경우

서울시내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매 75㎡ 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 당 주차대수가 1대(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분 0대 1대 2대 이상

빈도

(비율)

16,175

(53.2%)

12,048

(39.6%)

2,206

(7.2%)

[표 3-4] 세대별 차량보유대수 분포(N=30,429)

2)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측정항목

(1)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은 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감안하여 35세 이하를 하나의 그

룹으로 정의하고 이후 매 10세 단위로 구분하였다. 분석대상 가구주의 평

균 연령은 61.7세이며, 각 구간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구분 35세 이하 36～45세 46～55세 56～64세 65세 이상

빈도

(비율)

719

(2.36%)

2,725

(8.96%)

5,675

(18.65%)

8,600

(28.26%)

12,710

(41.77%)

[표 3-5] 가구주 연령 분포(N=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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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1차년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8.6세이며 단지별로

최초 입주 후 입주자의 신규 유입이 없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

이다. 최저 소득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주 평균 연령이

64세에 달하며, 60세 이상의 여성 가구주 비율이 매우 높다. 이와 달리 비

교적 중고소득 입주자가 거주하는 장기전세주택은 40대 이하 입주가가 다

수로 인구구조가 다른 임대주택 유형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영구임대주택

보다는 장기전세주택에서 차량보유비율이 높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a) 영구임대주택 (b) 장기전세주택

[그림 3-3] 공공임대주택 가구주 연령 분포(이영민․성진욱, 2017)

가구주 연령별 차량보유대수는 40세 전후로 최대를 보이다가 이후 감

소추세를 보였다. 전체적인 연령별 보유대수 분포를 보면, 40세까지 꾸준

히 증가하다가 이후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며, 20대에서 0.38대로 최소,

30～40대에서 0.76대로 최대치를 보인다.

[그림 3-4] 가구주 연령별 자동차 보유 대수(N=11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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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원수

가구원수에 따른 차량보유대수는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가구원수 4인 이상이 경우부터 증가세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패널 자

료 분석결과, 영구임대주택이 1.8명으로 최소, 장기전세주택이 3.68명으로

최다였으며, 1인 가구 30.2%, 2인 가구 26.9%로 1～2인 가구 비중이 60%

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보유대수를 보면 1인 가구 0.27대이며, 2인 가구 0.45대로 가구원

수가 차량보유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그림 3-5] 가구원수별 세대수 분포 및 평균 차량보유대수(N=30,429)

(3)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주차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그

러나 이 연구의 자료는 개별 가구 소득을 구축하지 못하여 공공임대주택

의 입주시 소득기준 및 이영민․성진욱(2017a)의 연구를 바탕으로 [표

3-6]과 같이 임대주택 유형별 소득 분포를 생성하였다. 이 중 1∼2분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인 경우 더미변수를 1로 정의하고, 3분위 이상만 있는

경우를 0으로 정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편,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

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7) 기준으로 구분하면 1∼2분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약 50%이하 가구에 해당하며 2018년 3인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2,501,295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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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임대주택

공급유형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약 50% 이하 → 약 70% 이하 → 약 100% 이하 → 100% 이상

[표 3-6]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별 소득 분포

(4) 입주 후 거주기간

입주시기별 차량보유현황을 보면, 천체 표본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입

주한 가구의 차량보유대수는 지속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

로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0.87대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 5년 사이에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2016년 입주자 평균 보유대수는 평균 0.42대에 그치

고 있다. 유난히 평균 보유대수가 급등한 2011년과 2014년에는 차량보유대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이 대거 입주한 영향으로 분

석되며, 이를 제거할 경우 감소 추세는 명확해진다.

2011년에는 강일2, 세곡, 마천, 신정3, 천왕지구 등에 7,974세대(국민임

대 2,639세대, 장기전세 5,335세대)가 입주하였으며, 2014년에는 내곡, 세곡

2, 신내3, 천왕2지구 등 5,153세대(국민임대 2,095세대, 장기전세 3,098세

대)가 입주하였다.

17)

구분 평균소득의 50% 평균소득의 70% 평균소득의 100%

3인 이하 가구 2,501,295 3,501,813 5,002,590

4인 가구 2,923,452 4,092,832 5,846,903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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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입주시기별 차량보유대수(N=118,796)

(5) 전용면적

전용면적별 분포는 18～30㎡인 경우가 4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현재의 주차장 건립기준은 전용 60㎡이하인 경우 세대당 0.7대로 규

정하고 있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 한해서 전용면적 30㎡를 기준으

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18㎡이하인 경우와 18～30㎡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0.12대, 0.32대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30㎡이하가 절반

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주차기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분 18㎡이하 18～30㎡ 30～45㎡ 45～60㎡ 60㎡초과

빈도

(비율)

202

(0.7%)

14,203

(46.7%)

7,892

(25.9%)

3,212

(10.6%)

4,920

(16.2%)

평균

차량

보유

대수

N=30,429 0.34 0.29 0.47 0.81 1.24

N=118,796 0.12 0.32 0.57 1.02 1.16

[표 3-7] 전용면적별 분포 및 평균 차량보유대수

한편, 가구의 임대료를 측정하는 지표로 환산보증금18)이 있다. 그러나

18) 공공임대주택은 세부 유형별로 무보증 월세, 보증부 월세, 전세 방식으로 임차

방식이 나누어지는데, 동일한 기준 적용을 위해 2016년 서울시 전체 전월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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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건설원가에 기초한 임대료 산정방식

을 채택하고 있어 전용면적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최근의

행복주택 역시 시세에 연동하여 산정하는 방식이기는 하나 단위면적당 임

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전용면적과 임대료는 매우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질 것으로 추정되어 환산보증금은 분석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

와 같이 전용면적은 임대료의 대리변수로 볼 수 있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료의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 54,551천원, 중

위수 20,482천원으로 좌편향 된 추세를 보이며, 최소값 1,680천원, 최대값

441,000천원으로 편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산보증금 구간별

평균 차량보유대수의 분포는 아래의 그래프와 같다.

[그림 3-7] 환산보증금 수준에 따른 평균 차량보유대수(N=118,796)

3) 토지이용 특성 측정항목

(1) 인구밀도(Population Density)

토지이용 특성이나 도시공간구조를 측정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

되는 변수는 밀도이다. Cervero and Kockelman(1997)에서 제시한 3Ds에

서도 가장 먼저 언급된 지표가 밀도(density)이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밀도

산율 4.8%를 적용하여 환산 보증금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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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넓게 해석하여 인구밀도, 주거밀도와 함께 고용밀도를 의미하는 접근성

(accessibility to job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

는 접근성을 밀도와 구분하여 별도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는 고용접근성과의 상관관계를 피하기 위해 인구밀도만을 밀도 지표로 사

용하고자 한다. 인구밀도는 총인구밀도, 순인구밀도, 가구밀도 등으로 다

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총인구밀도는 단위면적당 전체 인구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운전자의 수, 잠재적인 대중교통 이용자수, 식음 및 의류 구매량,

녹지 수요 등을 총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로 다수의 연구에서

밀도 지표로 활용된다(Holtzclaw, 1994).

서울시 행정동별 인구밀도와 분석대상단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서

울시의 인구밀도는 최소 685명/㎢에서 최대 63,050명/㎢의 분포를 보인다.

[그림 3-8] 서울시 행정동별 인구밀도 지표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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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균등도(Land Use Balance)

토지이용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토지이용 혼합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기존 연구

에서는 엔트로피 지수, 토지이용균등지수, 상이성 지수, 주거-비주거 용도

혼합지수, 지니-심슨 계수,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Hirshman Herfindahl

Index) 등을 사용하고 있다(임하나, 2015).

엔트로피 지수는 각 유형들의 분포가 얼마나 균등한지를 나타내는 지

표로서 열역학 제2법칙에서 파생되어 확률배분함수로 나타나는 불확실성

을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확대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Shannon et al.,

1949).

도시․교통계획분야에서 토지이용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엔트로피

지수를 사용한 대표적인 연구는 Cervero(1989)와 Frank and Pivo(1994)이

며 엔트로피 지수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Entropy Index =  
  



× log

는 총 용도의 개수, 는  용도의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측정값은

단일 용도일 때는 0, 용도가 혼합되면 log  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엔트

로피 지수는 사용용도의 개수에 따라 최댓값이 달라지는, 정규화가 이루어

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Cervero and Kockelman(1997)의 연구에서 엔트로피 지수 측정값의

범위를 표준화시켰으며, 이후 토지이용 혼합도를 적용하는 연구들에서는

표준화된 엔트로피 지수인 토지이용균등지수(LUB; Land Use Balance

Index)를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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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임하나(2015) 등의 연구에서 구성용도 개수에 따른 비교 오류,

용도 혼합의 성격 확인 불가 등 LUB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Weighted

LUM19) 지표 개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그간의 실증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기존 LUB 지표를 활용하기로 한다.

Land Use Balance Index =  
  



ln

× ln 

용도균등도(LUB)는 엔트로피 지수 값의 범위를 용도 개수의 자연 로

그로 나누어 0～1 사이로 표준화시킨 엔트로피 지수이며, 다수 연구들에서

엔트로피 지수로 통용되고 있다. LUB는 대상지역 내 2개 이상 용도의 혼

합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Turner et al., 2001), 개별 용도가 차지하고 있

는 비율로 측정한다. 측정값은 단일 용도일 경우 0, 용도가 모두 동일한 비

율일 경우 1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2015년 서울시 과세대장의 용도20)를 주거, 상업, 업무

로 구분하여 LUB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림 3-9]는 서울시 행정동별 LUB

지수를 나타낸다. 서울시에서는 최소 0.159, 최대 0.994의 분포를 보인다.

분석대상인 임대주택이 위치하는 행정동은 대체로 서울시 전체에서 용도

균등도가 높지 않은 곳에 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의 계

량분석 결과에서 LUB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19) 연구자에 따라 토지이용균등지수(land use balance index) 또는 토지이용혼합지

수(land use mix index)를 혼용하고 있으나, 개념상 단순히 토지이용 용도가 얼

마나 혼합되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균등하게 구성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라

는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균등지수라 함.

20) 주거, 상업, 업무, 기타로 구분한 후 기타용도는 제외하고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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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서울시 행정동별 용도균등도(LUB) 지표 측정 결과

(3) 고용접근성(Employment Accessibility)

토지이용특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 접근성(accessibility)이 있다. 접근

성은 크게 광역접근성(regional accessibility)와 지역접근성(local accessibility)

으로 나누어진다. Handy(1993)의 연구에서 비통근통행을 대상으로 접근성

과 통행거리 및 통행빈도와의 관계를 실증한 바 있다. 연구결과 광역 접근

성이 낮은 신개발지역의 경우 지역접근성이 통행거리를 줄이는데 크게 기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광역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존 도

심지역에서는 지역접근성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Handy(1993)의

연구가 샌프란시스코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이 신개발지가 포함되는 수도권이 아닌 기존 도시지역인

서울시로 한정하였다는 점, 둘째, 기존 도심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측면

에서 접근성이 주차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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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접근성은 그 중요성과는 별개로 분석에서는 제

외하고 광역접근성만을 측정하고자 한다.

광역접근성을 나타내는 지수 중에서는 직주근접 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 Cervero and Kockelman(1997), 신상영(2004), 조상규(2008), 김희철

(2014) 등에서 사용된 바 있는 고용접근성 척도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중력모형 형태의 Hansen형 고용접근성 지표는 출발지와 목적지 각각에서

의 고용자수와 거리의 함수로 표현되며, 각 행정동 에 대한 고용접근성

는 다음과 같다.

  
  



 ∙
 

여기서 는 인접한  동의 고용자수, 
 는 통행에 따른 비효용

(disutility)를 나타내는 거리조락함수(distance decay function)이다. 주거

지 기준에서 보는 광역접근성은 고용 기능에 대한 접근성에 의해 형성되

는 주거입지의 잠재력이라고 볼 수 있다(최막중․김상균, 2002). 광역접근

성이 높은 주거입지에 거주할수록 짧은 거리에 내에 더 많은 고용 기회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행정동 만을 분석 대상

으로 하여 2016년 서울시 사업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표를 구축하였다.

거리조락함수의 통행저항계수 21)는 거리에 따라서 고용자수의 중력 효과

가 감쇠하는 것을 보정해주는 값이며 김희철(2009), 김승환․이창무(2017)

결과를 반영하여  = 0.300을 적용하였다. 위와 같이 추정한 고용접근성은

최소 104,630에서 최대 830,818 수준이다. 이어지는 실증분석에서는 지표

의 값이 너무 커서 100,000으로 나눈 값을 적용하였다.

 행정동의 값이 높다는 것은 그 해당 행정동 및 인접한 지역에 고

용이 밀집돼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가 높을수록 행정동의 중심성

21) 행정동(중심점) 간의 직선거리와 O/D자료의 소존간 총통행량 O/D자료를 결합

하고, 통행량 분포를 다시 1km 거리 구간별로 나누고 총 통행량의 자연로그를

종속변수로 하고 거리를 독립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모형으로 값을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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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으며 주택가격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값이 높다는 것은 사

업별 종사자가 주변에 많이 모여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다는 의미가 된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차량 및 대중교통인접성이 양호하며 근린생활시설 등

의 편익시설, 기반시설이 밀집되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이훈 외, 2013).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임대주택이 위치하는 행정동은

LUB와는 달리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연구의 종속변수인 주차수요

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3-10] 서울시 행정동별 고용접근성(RA) 지표 측정 결과

(4) 대중교통인접성

차량소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중교통인접성(proximity)

이 있다. 해외 실증연구에서는 대중교통인접성을 승강장까지의 거리

(distance to transit)로 통칭하여 지하철과 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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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실증 연구에서 대중교통인접성 변수에 버스 정류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인프라가 매우 우수한 서울시에서는 이 연구의 분

석대상 단지로부터 300m이내에 모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버스

정류장은 분석변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철역만을 고려하였다. 지하철역까지

의 거리는 차량이용에 연속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라기보다는 일종

의 한계거리를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역세권의 범위에 대해 국내

에서는 김성희 외(2004), 임주호(2006) 등 다수의 실증연구에서 500m를 역

세권으로 보고 대중교통인접성 지표를 측정하였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1990년대 도시기본계획상의 중심지체계 실현을 위

한 역세권의 효율화를 위해 1995년 이후 역세권 반경 250m를 기준으로 지

구중심 이상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 시기에 수립된 상세

계획은 법령의 변화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었다(김태현․김진,

2011). 또한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

급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대중교통중심지역을 ‘주요역22) 승강장으로부

터 350m이내’ 인 권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근린 중심지로서의 역세권과 달리 주차수요 관점에서의 역세

권의 범위는 다를 수 있다. 관련 연구로 오유정(2003)은23) 설문을 통해 주

차 후 이용 가능한 거리의 한계를 300m로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차수요 관점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한계거리 300m를 적용하여 대중교통중

심지역의 GIS 데이터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인접성 더미 변수로 설정하였다.

22) 역이 2개이상 교차하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 버스전

용차로가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 4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임.

23) 오유정(2003)은 근린지역의 주차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도보권 이용가능거리를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내었음. 거리-저항비율은 20～130m 사이는 도보이용비율

이 높았으며, 최대 300m를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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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서울시 대중교통중심지역 현황

[그림 3-12] 서울시 버스정류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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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방법 자료

종속
변수 주차대수 관리사무소 조사자료 집계

SH내부자료
(2016)사회

경제적
특성

가구주연령

SH 입주자DB 추출

가구원수

가구소득

거주기간

전용면적

단지세대수

토지
이용
특성

인구밀도 각행정동의㎢당인구수 서울통계(2016)

용도균등도 주거·상업·업무의LUB 지수(0～1) 과세대장(2015)

고용접근성 Hansen형고용접근성지수 서울시 사업체통계
(2016)

대중교통인접성 GIS 승강장Polygon 경계로부터
300m버퍼(Buffer) 측정 서울시 GIS

[표 3-8] 분석변수의 요약 및 자료 출처

변수 단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종속
변수

주차대수 대 0 5 0.54 0.659

사회
경제
적
특성

가구주연령 연령의 제곱근 4.47 10.0 7.81 0.849

가구원수 명 1 7 2.49 1.367

가구소득 더미, 저소득=1 0 1 0.74 0.438

거주기간 년 2 29 15.80 8.884

전용면적 ㎡ 5.24 119.22 41.72 25.542

단지세대수
단지 총세대수를
1,000으로 나눈 값

0.01 1.90 0.17 0.441

토지
이용
특성

인구밀도 천명/㎢ 0.15 4.86 2.06 1.192

용도균등도 - 0.27 0.99 0.65 0.164

고용접근성
산출된값을

100,000으로나눈값
1.05 8.31 3.25 1.219

대중교통인접성
더미,

대중교통중심지역=1
0 1 0.02 0.132

[표 3-9] 분석변수의 기술통계량(N=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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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 모형의 설정

1. 주차 수요 모형

통행과 관련한 선행 실증연구들의 경우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통행

거리모형은 선형회귀분석, 통행수단 선택은 로짓분석을 주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세대별 주차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데,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

가 아니어서 모형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선형회귀모형은 해석과 추정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지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하므로 연속형 변수가 아닌 선택상황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24). 또한 만약 모형의 통계적 요소()의 절대값이

대수적 요소의 절대값보다 클 경우 음의 추정치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로짓모형은 개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는 개념에 기

반을 둔 확률모형으로 이론적 기반은 견고하지만 순서형(ordered) 또는 서

수형(ordinal) 범주의 선택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형

회귀 모형과 로짓 모형 각각의 한계를 보완하여 순서형, 이산형 응답을 회

귀모형 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분석모형으로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과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이 있다. 순서형 로짓 모형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

할 때 자주 쓰이는 리커트(Likert) 척도를 회귀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진다(이성우 외, 2005). 이 연구에서의 주차대수는 0대, 1대, 2대, 3

대로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의 순서형 응답과 일면 유사

한 형태를 가진다. 그러나 순서형 로짓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례 확률 가

정(proportional odds assumption)이 확립되어야 한다. 즉, 1대, 2대, 3대, 4

대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계수의 크기)이 같다는 가정이 있어야 하는데,

24) 선형회귀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가정인 선형성,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

성을 충족해야 함. 일반적으로 이산형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결정계수(R2)가 매우 낮고 F-test나 T-test를 사용하여 모형 및 회귀계

수의 유의성을 검정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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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표본 크기(sample size)가 커지게 되면 비례 확률 가정이 깨지

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와 같이 3개 이상의 범주를 가지

는 이산형 변수에 대해서는 다항 로짓 모형 또는 일반화 순서형 로짓 모형

(generalized 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연구에서

는 다항 로짓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항 로짓 모형에서 명목형 종속변수 가 개의 범주를 가지고




   을 만족하며        라고 가정하자. 이때 다항 로짓

모형은 <식 1>과 같이 나타난다.

log

 
   ′     ⋯   <식 1>

여기서 log  는 임의로 마지막 번째 범주를 기준 범주

(baseline-category or reference level)로 잡고 나머지 반응 범주 각각을

고려한 것이다. 만약에   이라면 <식 1>의 로짓 모형은 log  와

log  를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명목형 다항 반응 변수에 대한 일반화

로짓 모형은 어떤 범주를 지정한 후에 이 범주와 나머지 각 반응범주를

쌍을 지어 로짓을 정의한다. 이때 다항 로짓 모형은  개의 로짓 방정식

으로 이루어지며, 각 방정식마다 서로 다른 모수를 가진다. 임의의 범주 한

쌍 와 에 대하여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절편 모수

   와 기울기 모수 ′  ′ 을 갖는 로짓 방정식이 된다(Agresti,

2018).

log 


 log 

 
 log

 
<식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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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의 모형으로부터 실제 각 반응 범주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번째 범주까지의 누적 확률을 구하는 식은 <식 3>이며, 번째 범주의

반응 확률은 <식 4>와 같다. 모든 범주에 대한 확률의 합이 1이므로 번

째 반응 확률은 <식 5>를 통해 구할 수 있다.


  

  

 
 

  

  


 ′


  

  


  ′

    ⋯   <식 3>

  
 

  

 


 ′


 ′

<식 4>

  
 

  

 


  ′


<식 5>

한편, 범주의 수가 3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다항 로짓 모형에서 계수

추정은 최대우도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최소자승법이 잔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회귀

모형을 도출하는 방법이라면, 최대우도추정법은 종속변수 값으로 특정한

범주값을 갖는 일련의 관측치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계수값을 추정하는 방법이다(이훈영, 2014). 다항 로짓 회귀모형은 종속변

수 범주(대안)의 수가 3개 이상인 다항이기 때문에 우도함수를 이용해서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범주의 선택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이용

해서 추정하게 된다. 즉, 응답자가 속한 범주를 나타내는 변수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만을 1로 보고 나머지 범주들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들을 모두 0으

로 간주하여 이항 로짓 분석의 형태로 바꾼 후 최대우도함수를 이용해서

계수들을 추정한다. 이때 범주의 수()보다 1만큼 작은수( ) 만큼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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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필요하다. 우도 함수는 n개의 관측치로 구성된 입력자료에서 개별 관

측치()가 실제 속하거나 선택한 범주값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확률

을 모두 곱한 값으로 수식은 <식 6>과 같으며, 여기서 범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합은 1이 된다25).

  
  



 
 ×

 ×⋯×
  <식 6>

: 관측치 가 속하는 범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관측치 가

집단 에 속하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임)

: 특정한 관측치()의 선택을 나타내는 확률값

다항 로짓 모형에서 회귀계수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도함수식의 양

변에 로그를 취해 간단히 하면 <식 7>과 같다.

log  log




  




 ×

×⋯×
  



 <식 7>

 
  



log  log  ⋯ log  

 
  




  



log  

∴

 log
    ⋯    ⋯  <식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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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에서  개의 계수    ⋯  각각에 대하여 편

미분한 값들을 0으로 하는  개의 등식을 풀어 해를 구하면 그

값들이 회귀식의 계수값이 된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이와 같이 해를 구

할 수 있다 해도 우도방정식이 선형이 아니고 비선형이기 때문에 회귀 계

수를 직접 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반복적인 연산을 통해 가능한 해로

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 방법이 사용되며, 이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반복된 가중 최소제곱법(IRLS; Iterated

Reweighted Least Square method)이 있다(이훈영, 2014). 가중 최소제곱

법은 최대우도함수값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접근할 때까지 여러번의 반

복적인 연산을 통해 최대우도함수값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이어서 오즈(odds = )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 대한 발생할

확률의 비율을 의미한다.    로 표현되며 반대로   

로 나타낼 수 있다. 만약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라면, 오즈는

     이 된다(최열 외, 2008). 즉,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3배라는 의미이다. 오즈 에 대한 의 비율, 즉

오즈비(odds ratio = )는 <식 9>와 같다.

  


  

  
<식 9>

한편 다항 로짓 모형에 의한 선택확률에 따른 추정결과는 추정의 대상

이 개별 가구인지와 집단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별가구 추정의 경우 다항 로짓 모형의 확률선택모형을 통해 0, 1, 2 중

하나를 추정하게 되며 이때는 이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단지 전체로 추정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 개별 가구

추정치를 단순히 합산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개별

가구의 선택 결과 추정치를 모두 합한 집계치는 실제와 다르게 과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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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가구의 선택확률이 0의 선택

확률 45%, 1의 선택확률 40%, 2의 선택확률 15%인 경우를 상정하자. 이

경우 0과 1의 선택확률은 거의 유사하지만 해당 가구의 추정치는 0이 된

다. 이와 유사한 가구들이 100세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집계된 추정치는

실제 50에 근사할 것이나 다항 로짓 모형을 통한 추정치는 0이 될 것이다.

또한 정책적인 적용과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집계할 수 있는 연속형 추정

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다중 회귀 모형을 활용한 수

요 추정을 병행하고자 한다. 가구별 주차대수 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

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임대주택의 토지이용 특성으로 구분하여 다중회

귀 추정 모형을 다음의 식과 같이 설정하였다.

    
  



  
  



   <식 10>

 : 세대별 주차수요

 :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 토지이용 특성 변수

2. 층화된 표본 집단간 계수 비교

이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 및 당해 주택의 특성에 따라 층화된 표본 집단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 가구주의 연령, 가구소득, 임대주택의 주택유형에 따른 모

형 추정 결과의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회귀 모형을 여러 하

위 표본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회귀계수들 간의 차이

에 대한 추가적인 통계적 검정을 필요로 한다(Cohen, 1983; Paternoster et

al., 1998).

Cohen(1983)에 따르면 두 표본 집단의 크기가 각각 10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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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회귀계수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동일한 설명변수 X

에 대한 회귀계수가 각각  , 라고 하면 다음의 <식 11>이 성립한다.

    
  

∼  <식 11>

두 회귀계수의 차이를 회귀계수들의 분산 추정치를 합한 값의 제곱근

으로 나눈 값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며, 이를 이용하여 두 회귀계수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에 대한 검정을 할 수 있다.

단, 위의 유사 t-검정은 다중 회귀 분석에서만 가능하며, 다항 로짓 모

형은 하위 집단에 대한 추정 결과의 비교에 대한 확립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추정 계수들의 부호 차이나 유의성 여부에 의해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다.

주차수요 해석 및 수요 추정 등의 분석을 위한 통계 소프트웨어는

SPSS 24와 STATA 15를 병행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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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자료 구축 및 실태 분석

제1절 분석자료 구축

분석 자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입주가구별 차량보유현황 데

이터이다. 1차로 구축한 데이터는 표본크기가 118,796세대에 달하여 전체

모집단인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25만여 세대의 48%에 달하는 방대한 자

료로서 모집단과 다름 없는 신뢰도를 가지는 자료이다. 가구별 차량보유현

황 데이터는 SH에서 건설 또는 매입하여 관리중인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SH 주거복지단 및 센터 협조를 통해 구축하였다. 차량보유현황 외에 가구

별 분석을 위한 입주년도, 가구주 연령, 임대료, 전용면적 등의 입주자 및

주택 정보26)는 SH의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10.10.부터 11.4.까지 4주간 진행하였으며, 2016년 10

월 기준 총 351개 단지 118,796세대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입주자 연령, 가구소득, 주택유형 등의 층화를 고려하여 데이터 스

크리닝 과정을 거쳐 최종 99개 단지27), 30,429세대의 데이터를 확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항목 및 분석대상단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구분 조사항목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보유차종, 가구주 연령, 입주년도, 가구원수

전용면적, 공급일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토지이용 특성
지하철․버스정류장과의 거리, 300m권역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현황, 500m권역 지하철역․버스정류장 현황

[표 4-1] 조사항목

26)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사용하지 않음.

27) 조사대상은 SH의 공급 유형 기준으로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9개 유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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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분석대상 단지

실증 분석에 앞서 현장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이론적 검토

와 분석의 틀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를 살펴보고 실증 연구에 앞서 측정된 변수들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의 준

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주거지역의 주차부족 문제와는 달리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유

형, 입주자 특성 및 공급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어,

본 분석에 앞서 임대주택 유형별로 주차실태에 대한 사례연구와 함께 공

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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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현장조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차 실태

1. 단지형 공공임대주택

단지형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조성된 임대주택 단

지로서 가장 일반화된 형태이다. 단지의 입지, 규모 및 입주민의 소득수준

등 각 임대주택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구임대, 재개발임대, 장기

전세주택 및 분양․임대 혼합 단지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주차

실태를 조사하였다.

강남구 수서6 단지는 지하철 수서역에서 65m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1993년 입주한 1,508세대 규모의 영구임대주택단지이다. 법정 주

차대수 기준의 6.4%(17대) 초과하여 지상으로만 총 480면을 공급하였으나,

23년이 지난 현재는 공급면수 대비 차량등록률이 69.6%가 초과되어 심각

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세대 당 보유대수는 0.32대에 불과하나 197

대가 불법 주차중인 상황이다. 기준이 수요보다 낮은게 아니라 과거 기준

이 너무 낮은 이유이다.

서초구 양재리본타워 단지는 비교적 최근인 2013년 입주한 231세대의

장기전세주택 단지로 법정 주차대수 기준을 5.4%(15대) 초과 공급하여 주

차장에 여유가 있다. 입주민에 따르면 유휴 주차 면을 인근 업체와 계약하

여 면당 월10만원씩 징수하여 관리비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단지는 재개발임대주택단지로 2013년 입주한

총2,397세대 규모의 단지로 전용면적은 84～154㎡로 계획되었으며, 임대세

대 비율은 17.2%(413세대) 이다. 관리직원에 따르면 총 31개동 중 임대동

으로 구성된 3개동에 속한 주차공간이 분양동 주변의 주차공간에 비해 양

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면동 서초네이처힐 3단지는 2012년에 입주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주택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혼합단지이다. 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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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호(전용면적 39, 49, 59㎡), 장기전세주택 564호(84㎡), 분양주택 398호

(84, 114㎡)이며, 공급 주차면수는 1,420면, 차량등록대수 1,545대로 전체적

으로는 125면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지하주차장으로 건설된 총 1,420면의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대수 기준(1,251면) 보다 13.8% 초과하여 공급되었지

만 주택유형별, 분양임대 구분에 따라 세대 당 주차대수(수요)가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었다. 세대당 보유대수는 임대주택 위주인 A주차장은 세대

당 1.1대, 분양위주인 B주차장은 1.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단지의 경

우 [표 4-2]와 같이 심각한 주차장 부족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2개의 구역으로 분리 설치되어 상호 통행이 불가하여 주

차 부족 해소에 어려움이 있었다28).

구분 A주차장(임대위주) B주차장(분양위주) 계

동 / 세대수 7개동 738세대 10개동 513세대 17개동 1,251세대

주차면수 890면 530면 1,420면

차량등록대수 815대 730대 1,545대

주차장 과부족 75대(여유) -200대(부족) -125대 (부족)

[표 4-2] 서초네이처힐 주차보유실태(2016.6. 기준)

단지형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단지이거나 최근 건설된 단지는

세대 당 1대 이하 수준으로 단지 내 주차관리가 용이하나 준공 후 오래지

난 기존 단지 및 임대주택 대비 분양주택 비율이 높은 단지는 세대 당 주

차기준을 초과하여 주차난을 겪고 있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단

지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유형별 주차장 활용실태 조사를 통해 임

대 유형별, 입주 시기별, 입지 유형별 세대 당 차량보유 패턴 분석이 필요

하다.

28) 우면3단지 관리소장과의 인터뷰(2016.7.)를 통해 제출한 자료를 참고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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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동형(소규모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최근 도심지내 택지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평균 100세대 미만의 소규

모 별동 형태로 공급되는 맞춤형 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특징을 살펴

보고자 역삼동 공공원룸텔, 천왕 이펜하우스S(여성안심주택), 내곡지구 도

시형생활주택을 현장 조사하였다.

역삼동 공공원룸텔은 비역세권 지역으로 원룸 30세대로 구성된 별동

형 임대주택이다. 공급 주차면수는 7면, 차량등록은 5대로 여유가 있으나

주간에는 입주민의 출차 후 인근 직장인이 무단 주차하고 있었다. 그러나

입주민의 퇴근시간 이전에 출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분쟁은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29).

[그림 4-2] 역삼 공공원룸텔 전경 [그림 4-3] 역삼 공공원룸텔 주차장

천왕 이펜하우스S의 경우 평균나이 25세인 1인 가구 여성으로 구성된

96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이다. 공급주차대수 14세대 중 단 2대의 차량이 등

록되어 있었으나 어린이집 2대를 제외하면 실제 입주민의 차량은 없었다.

낮 시간 현장조사 결과 쏘카 1대, 일반차량 2대만 주차중이며 개방 상태

였다.

29) 위탁관리사무소 직원과의 전화인터뷰(2016.8.)를 통해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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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천왕 이펜하우스S 전경 [그림 4-5] 천왕 이펜하우스S 주차장

내곡지구 도시형생활주택은 신분당선 청계산역으로부터 20m 거리에

인접한 87세대 규모의 초역세권 임대주택(행복주택)이다. 지하2～3층에 49

대의 주차장을 공급하였으나 등록차량은 31대로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었

다. 입주초기 인접단지 지하철 이용자들의 무단주차로 불법주차가 심했으

나 차량통제(RF카드 등록) 실시 후 다시 주차공간의 여유가 있는 상태로

조사되었다. 현장조사 당일 낮 시간에도 18대 주차 중으로 여유가 있었다.

[그림 4-6] 내곡도시형생활주택 전경 [그림 4-7] 내곡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별동형의 경우 세대 대비 차량보유 비율이 법정 주차기준인 0.4대 보

다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향후 법정 주차대수 기준 조정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 다세대, 다가구지역의 심각한 주차부족 여건을

고려할 때 기 공급된 소규모 단지의 경우 유휴 주차면을 주변지역 주민들

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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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역삼동

공공원룸텔
천왕

이펜하우스S
내곡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동(규모) / 세대수 1동 / 30세대 1동 / 96세대 1동 / 87세대

공급주차면수 7대(지상) 12대(지상) 49대(지하)

차량등록대수 5대
2대

(어린이집 차량)
31대

주차장 과부족
(공급대비 등록률)

2대 여유(28.6%) 10대 여유(83.3%) 18대 여유(36.8%)

세대별
평균보유대수

0.23 0.02 0.36

현장상황
부족

(외부차량 주차중)
여유

(주차장 개방)
여유

(차량통제 시행)

지하철역 거리 827.9m 606.2m 30.0m

[표 4-3] 별동형(소규모 맞춤형) 임대주택 3개 사례단지 주차실태(2016.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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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공임대주택과 입주민의 특성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수요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목

적이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사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

으로 정권별․시기별로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었다. 1989년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된 영구임대주택(1989∼1993년, 2009년 재개)

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재개발임대주택(1993

년), 50년 공공임대주택(1993년), 국민임대주택(1998년),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2004년), 장기전세주택(2007년), 행복주택(2013년) 등이 추가되어 현

재에 이르고 있다.

과거에는 도시 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공급이 주를 이루었으

나, 최근에는 다가구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 기존 도심지 내에 소규모 공급

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급방식 역시 과거에는 신규건설 중심이었으나 최

근에는 기존주택을 매입, 임차하는 방식으로 공급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연도 내용

1989 영구임대 25만호 등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1993 50년 공공임대주택 도입, 5년 임대 활성화

1998 국민임대 도입

2003 국민임대 100만호 등 장기공공임대 150만호 건설계획(’03∼’12)

2004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도입

2007 장기전세 도입

2008 분납형 임대 도입, 보금자리주택 도입

2013 행복주택 20만호 목표(이후 14만호로 수정)

2016

-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 리모델링 매입임대 도입, 고령층 전세임대 신설

- 공공지원주택 개념 도입

출처: 지규현(2017)

[표 4-4] 공공임대주택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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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최하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다가구매입임대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

2월 도시 영세민의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책 시

행 5년 뒤 1993년 발표된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5년, 50년 임대만을 공급

하도록 하여 영구임대주택 건설은 1차로 종결되었다(김동현, 2004). 이후

입주대기자의 증가에 따라 2009년 보금자리주택의 일환으로 공급이 재개

되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의 한정된 물량으로 대기수

요가 많은 상황에서 임대료 지불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을 위해 도입되었다.

2004년 6월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구)건교부)이 마련되었고 2004년에

500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중에 있다30).

50년 공공임대․국민임대는 일반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

입되었는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1993년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영구

임대주택 대신 5년․50년 공공임대주택 25만호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도

입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철거세입자를 대상으로 90년대에 중점적으로 공

급되었으며, 국민임대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로는 공

급되지 않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1998년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1998년 10월 국민임대주택 5만호 건설계획(1998～2002년)을 확

정하면서 도입되었다.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확보하지 않고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하에 2002년 5월 100만호

건설을 추진키로 확대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

택 유형이다(김윤중․이성원, 2017).

재개발임대주택은 서울시에서 1989년 철거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 지침」에 따라 재개발 철거세입자

용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면서 도입되었다. 이후 2003년「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전체 세대수의 17%로

규정되었으며, 2012년 20%, 2015년 15%로 변경된 바 있다. 2005년부터는

30) 국정과제회의,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20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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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세대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약저축 가입자 등으로

공급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중산층 및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2007년 서울

시에서 최초로 시도되어 주택공급 정책의 전환점이 된 공공임대주택 유형

이다. 2007년 당시 국민임대주택 계획물량의 일부를 전환하여 공급이 시작

되었으며, 2009년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으로

법제화되었다.

2016년 12월 기준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은 약 25만호이며, 재개발임

대주택 5만8천호, 영구임대 4만6천호, 장기전세주택 3만호, 국민임대주택

2만4천호 순이다.

유형 영구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50년

공공임대
장기전세

특징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위해

저렴한임대료로

거주할수있는

주택

저소득서민의주

거안정을 위해

저렴한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도시및주거환

경정비법상 철

거민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

기존 다가구주

택 등을 매입하

여 저렴하게 임

대(20년까지 거

주 가능)

분양전환 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0년까지 살 수

있는 전세방식

의 임대주택

공급

면적
25～49㎡이하 84㎡이하 59㎡이하 - 84㎡이하 129㎡이하

임대료 시세30% 수준 시세50～80% 시세50% 수준 시세30～50% 시세30～50% 시세80%수준

근거

법령

주택공급에 관

한규칙제31조

서울시 공공임

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

조

서울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임대주택법 제2

조 제3항, 공공

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

부 훈령)

주택공급에 관

한규칙

제27조, 제35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4

항, 서울시 공

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임대

기간
50년 30년

50년

(일부 10년)
20년

50년

(일부 20년)
20년

입주

대상

수급자,보호대

상 한부모

가족,청약저축

가입자 등

소득2분위

이하의무주택

세대주, 소득

4분위이하의

청약저축가입자

재개발사업

철거세입자,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청약저축

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

청약저축

가입자

세대수 45,424호 22,731호 56,995호 11,032호 19,970호 27,063호

[표 4-5]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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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 다수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일반적인 민간

주택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주차 수요 분석을 위해서도 입주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지난 2016년 구축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

조사(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주민의 전반적 삶의 특징을 살펴보았

다. 자료는 공급 유형별로 표본 추출한 3,009세대에 대한 자료로서 표본수

는 많지 않지만 차량보유 현황과 더불어 인구사회, 주거환경, 경제, 생활․

건강 특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이다(이영민․성진욱, 2017b).

공공임대주택은 장기전세를 제외하고는 역삼각형 인구구조로 고령화

가 상당히 진행 중이다. 전체 가구주 평균 연령은 58.6세이며, 영구임대 64

세, 50년 공공임대 59.9세, 재개발임대 59.4세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최근에 공급되는 청년주택의 경우 만 35세 이하로 입주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차량 이용수요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차량수요

가 가장 큰 육아기 40대가 많은 장기전세주택을 제외한 다른 임대주택 유

형에서는 주차수요가 크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가구원수는 10년

전 2.8명에서 최근 2.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1인 가

구 비중은 영구임대주택이 44.9%로 가장 많으며, 2인 가구 비중은 50년 공

공임대주택이 38.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으며 상용직 임금 근로자 비율이 장기전세주택을 제외하고는 13.6～

25.3%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소득은 평균 2,226만원이며 주로 근로․사업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52.6%를 차지하며, 영

구임대주택은 평균 1,422만원, 중위수 1,000만원으로 1,000만원 이하 가구

가 48.4% 차지하는 상황이다. 임대료는 보증부 월세가구의 보증금은 평균

1,521만원, 월세는 11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증금은 1,000만원 미만

이 46.2%,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면 81.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

다.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영구임대주택 76.0%,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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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월세는 국민임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만

원대 초반이며 영구임대의 경우 평균 62,488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월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RIR; Rent to Income Ratio)31)은 평균 17.7%

이며, 임대 유형별로는 최소 13.8%(50년 공공임대)에서 최대 28.3%(국민

임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공급되면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현실화된 국민임대에서 2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RIR이 3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이 국민임대에서는

32.3%에 달해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장기전세
재개발
임대

15.6 10.3 32.3 21.4 25.2 9.8

[표 4-6] 월소득 대비 임대료(RIR) 30% 초과 비율
단위: %

이상으로 패널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공임대주

택은 고령화되고 있으며 가구원수는 감소 추세에 있어서 향후 주차 수요

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거비 부담 및 일자리의 안정성 측

면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정책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차장 분리공급 및

수익자 부담이 실현될 경우 작은 금액으로도 가계의 주거비 지출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 연구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다.

한편, 입지 측면에서도 임대주택 입주민의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

24.2%, 직종은 도소매업 14.0%로 블루칼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근

거리 통근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패널조사 결과에서 재개발임

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출퇴근 상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31) RIR 산정을 위한 전세금 및 보증금은 서울시 ’16.4분기 전월세전환율 4.9%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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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및 [그림 4-8]과 같다.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의 직장은 서울에서 근

무하는 경우가 88.5%, 경기도 10.4%,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1.1%로 조사되었다. 이 중 서울시 내 근무하는 가구원의 평균

33.3%는 거주지와 동일한 자치구로 출퇴근을 하여 직주근접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재개발임대주택 가구원들의 블루칼라 직업형태를

고려했을 때 도심이 아니더라도 거주지 인근 지역중심 위계에서 구직을

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조상규(2008)는 이론적 분석을 통해 저소득 근거리 통근자의 경우 중

고소득 계층에 비해 역세권 입지 여부에 따른 대중교통이용 탄력성이 낮

아서 역세권 입지가 차량 이용 수요를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비교대상인 중고소득계층

의 탄력성에 비하여 낮다는 의미이며 절대적인 감소효과가 작음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 계층을 1

∼2분위, 3∼4분위로 분해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소득과 주차수요의 관계

를 미시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한편 자가용 이용수요와는 별개로 저소득

계층은 주거약자이면서 동시에 교통약자가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편리

한 지역중심에 청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

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림 4-8] 직주근접 상위 5개구

(이영민․성진욱, 2017c)

[그림 4-9] 직주근접 하위 5개구

(이영민․성진욱, 201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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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층화 집단의 조작적 정의

연구문제 및 가설을 통해 밝힌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거주하는 임대주택단지의 특성에 따라 표본

을 층화하여 하위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단지를 정책 수립자의 관점에서 하위 집단의 유형을 정의할 필

요가 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가구주 연령, 소득 계층, 주택 유

형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집단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층화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1.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확대와 맥락을 같이 한다. 1989년

영구임대주택으로 시작된 공공임대주택 정책 시행 초기는 입주 대상에 취

약계층이라는 소득 범주의 기준만 존재하였다. 그러다가 2006년을 전후하

여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등의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고령자를 위

한 배려 정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우선․특별 공급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로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되어 문재인 정부 들어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정책

범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도 지속중인 행복주택의 공급기준에

따르면 연령 기준을 만 3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연령 그룹을 만 35세

이하 청년가구, 36～64세 중장년가구, 65세 이상 고령가구로 정의하고 분

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표본 전체의 평균 차량보유대수는 0.56대인데, 청년가구 0.44대, 중장

년가구 0.66대, 고령가구 0.39대로 고령가구의 주차수요가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고령가구의 이동 빈도 자체가 가장 낮은 것이 원인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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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결과 연령 집단 간의 차량보유

대수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체표본 청년가구 중장년가구 고령가구 일원배치 분산분석

주차대수 0.54 0.44 0.66 0.39
F = 686.84

P < 0.001표본수

(비율)

30,429

(100%)

719

(2.3%)

17,000

(55.9%)

12,710

(41.8%)

[표 4-7] 연령 집단별 차량보유대수 및 분산분석 결과

2. 소득 계층

소득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최초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를 중심으로 소득 1～2분위 계층을 대

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소득기준은 완화되

고 연령 등 다른 기준이 추가되는 추세에 있다.

공급 유형별 입주자의 소득 분포를 소득 분위로 구분해서 보면 영구임

대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소득 1～2분위가 다수를 이루며, 50년 공

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은 3～4분위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일부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5분위 이상의 중간소득 이상 가구가 있으나 그

비율은 높지 않다. 한편, 통념상 저소득 계층은 4분위 이하로 정의하고 있

어서 이 연구의 대상은 모두 저소득 가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서 패널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 본 입주자 특성과 임대주택의 유형 구분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1～2분위, 3～4분위로 층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3-6] 참고).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소득과 통행수단 선택 모형을 층화하는 경우

1～10분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으로 구분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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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있다(조상규, 2008; 김희철, 2009). 그러나 이 연구의 주된 대상 전체

가 선행연구의 저소득 계층에 포함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선행 연구의 저소

득 계층의 행태를 좀 더 미시적으로 분해해서 분석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주거자기선택 측면에서 자기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1∼2분위에 해당하

는 최저소득 계층과 상대적으로 자기선택 가능성이 높은 3∼4분위의 저소

득 계층 간에 주차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자기선택의 효과를 간접적으

로 비교 파악할 수 있다.

소득 계층별 분포를 보면 1∼2분위 0.36대, 3∼4분위 1.06대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통행거리 또는 통행수단 선택과는 달리 차량보유 즉, 유형

자산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해당 가구의 경제력과 직결되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분산분석 결과 소득 계층별 차량보유대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체표본 1∼2분위 3∼4분위 일원배치 분산분석

주차대수 0.54 0.36 1.06
F = 9,904.22

P < 0.001표본수

(비율)

30,429

(100%)

22,503

(74.0%)

7,926

(26.0%)

[표 4-8] 소득 계층별 차량보유대수 및 분산분석 결과

3. 주택 유형

이상으로 살펴본 가구의 특성에 따른 층화 기준과는 별도로 임대주택

자체의 특성에 대해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도시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공공택지개발의 주류를 이루었고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도시외곽의 대규모 개발

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집단화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냈고 낮은 도

심 접근성과 기반시설 부족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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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들어서면서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의 고갈로 도심지내 소

규모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현재 매입임대주

택을 비롯한 소규모 임대주택은 약 1만호에 이르고 있다.

고밀 복합의 토지이용이 자동차 소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 기존의 단지형 대규모 임대주택과 도심지내 소규모 별동형32) 임대주택

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에서는 대규모 단지형 공공임대주

택 단지는 단지형, 소규모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별동형으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단지형의 경우가 법정 주차대수 대비 공급면수가 더 큰 경

향을 보인다. 주택 유형별 차량보유대수 분포를 보면 별동형 0.31대, 단지형

0.56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Weinberger et al.(2009)과

Manville et al.(2013)의 연구와 같이 인구사회적 특성과 대중교통서비스 수

준을 가진 지역 내에서 주차여건이 양호한 주택 거주자들의 차량 소유비율

이 높다는 것과 같은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구분 전체표본 별동형 단지형 일원배치 분산분석

주차대수 0.54 0.31 0.55
F = 76.56

P < 0.001표본수

(비율)

30,429

(100%)

552

(1.8%)

29,877

(98.2%)

[표 4-9] 주택 유형별 차량보유대수 및 분산분석 결과

32) 별동형은 1개의 동으로 구성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형태를

말하며, 공급유형별로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매입원룸주택, 희망하우징, 행복

주택(매입형), 전세임대, 장기안심주택 등이 이 유형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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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실증분석: 주차수요 결정요인과 수요

제1절 주차수요 결정요인 분석 결과

1. 전체 표본

분석에 앞서 변수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모든 변수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구주 연령과 거주기간은 주차대수와 부(-)의

상관관계, 가구원수, 전용면적, 단지 총 세대수는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

났다. 토지이용 특성에서는 인구밀도, 용도균등도, 고용접근성, 대중교통인

접성 모두 주차대수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 중 가구원수,

가구소득, 전용면적이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가구의 사회경

제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공선성을 판정하는 척도가

임계치 이내에 있으므로 분석에 모두 포함하였다.

세대별
주차대수

가구주
연령

가구
원수

가구
소득

거주
기간

전용
면적

단지
총세대수

인구
밀도

용도
균등도

고용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세대별
주차대수

1.000

가구주
연령

-0.231
***

1.000

가구원수
0.401
***

-0.267
***

1.000

가구소득 -0.494
***

0.263
***

-0.465
***

1.000

거주기간
-0.189

***
0.340
***

-0.278
***

0.410
***

1.000

전용면적
0.533
***

-0.303
***

0.555
***

-0.849
***

-0.443
*** 1.000

단지
총세대수

0.289
***

-0.194
***

0.322
***

-0.418
***

-0.334
***

0.561
***

1.000

인구밀도
-0.161

***
0.103
***

-0.115
***

0.186
***

0.174
***

-0.235
***

-0.166
*** 1.000

용도
균등도

-0.123
***

0.049
***

-0.143
***

0.143
***

0.107
***

-0.222
***

-0.350
***

-0.295
***

1.000

고용
접근성

-0.050
***

0.041
***

-0.053
***

0.073
***

0.139
***

-0.095
***

-0.222
***

-0.134
***

0.345
*** 1.000

대중교통
인접성

-0.083
***

-0.109
***

-0.064
***

0.080
***

-0.146
***

-0.081
***

-0.048
***

0.126
***

0.034
***

0.070
***

1.000

주) ** significant at p<0.05, *** significant at p<0.01

[표 5-1]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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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항 로짓 모형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세대별 주차대수 즉, 주차수요에 영향을 미치

는 가구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5-2]과 같다. 전체 표본수는 30,429이

며, 모형 적합도는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모형의 우도값 –2LL(0)은

46,954.491, 모든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2LL(k)은 36,012.130으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Nagelkerke R233)는 36.3%의 설명력, Count R2는

66.3%의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종속변수는 주차대수 기준으로 은 0대,

은 1대, 는 2대 이상을 의미한다. 주차대수가 0대인 를 기준 범주로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종속변수: 주차대수

설명변수

log(π1/π0) log(π2/π0)

Coef. S.E.
Odds
Ratio Coef. S.E.

Odds
Ratio

절편(Intercept) 1.024*** 0.194 -　 -1.600*** 0.360 -　

사회

경제적

특성

가구주연령 -0.330*** 0.017 0.719 -0.315*** 0.035 0.730

가구원수 0.294*** 0.012 1.341 0.381*** 0.022 1.464

소득(저소득=1) -0.713*** 0.063 0.490 -1.156*** 0.103 0.315

거주기간 0.035*** 0.002 1.035 0.035*** 0.005 1.035

전용면적 0.032*** 0.002 1.032 0.050*** 0.002 1.051

단지총세대수 -0.039 0.046 0.962 -0.089 0.068 0.915

토지

이용

특성

인구밀도 -0.090*** 0.013 0.914 -0.294*** 0.029 0.745

용도균등도 -0.333 0.104 0.717 -1.205 0.186 0.300

고용접근성 -0.063*** 0.012 0.939 -0.075*** 0.026 0.941

대중교통인접성 -0.747*** 0.130 0.474 -2.211** 1.006 0.110

Number of observations 30,429

-2LL -2LL(0)=46,954.491, -2LL(k)=36,012.130, χ2=42,808.370, df=41,174

Pseudo R2 Cox&Snell R2 = 0.302, Nagelkerke R2 = 0.363, McFadden R2 = 0.201

주1) ** significant at p<0.05, *** significant at p<0.01

주2) Odds Ratio는 RRR(Relative Risk Ratio)을 의미하며, 이후 다항 로짓 결과표에서 동일하게 적용함.

[표 5-2] 다항 로짓 모형 분석 결과(Reference Level = π0)

33) 유사결정계수 또한 회귀분석의 결정계수와 마찬가지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

며,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적합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함. 그러나 실제적으로 설

명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유사결정계수를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유사결정계수가 0.2에서 0.4 사이의 값을 갖게 되면 모형 적합도가 비

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함(이훈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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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 로짓 모형에서는 각 변수의 오즈비 해석이 중요하다. 오즈비

(odds ratio)는 각 변수가 1 단위(unit)34) 증가할 때마다 준거집단에 비해

대상집단에 속하게 될 확률의 증감을 타나낸다.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는 단지 총 세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또는 가구의 사회

경제적인 특성이 통행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를 보였다(Ewing and Cervero, 2001; Handy et al., 2005; Cervero and

Duncan, 2006).

가구주 연령은 주차수요와 부(-)의 관계가 있으며, 연령이 1단위(uni

t)35) 증가할 때 주차대수가 1대 또는 2대가 될 확률은 각각 39.0%(1.390배

=1/0.719), 36.9%(1.369배=1/0.730) 감소하게 된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차수요가 크게 낮아짐을 의미한다.

가구소득은 증가할수록 주차수요는 감소하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1∼2분위인 경우 3∼4분위 일 때보다 주차대수가 1대 또는 2대가 될 확률

은 각각 104.0%(2.040배=1/0.490), 217.4%(3.174배=1/0.315) 감소하게 됨을

의미한다.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도 소득 수준, 임대료 부담 능력

이 주차수요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2대 이상

은 가구의 경제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줄어들수록 주차수요도 감소한다는 선행 실증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

를 보였다(Rowe et al., 2011).

가구원수, 거주기간은 증가할수록 주차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특히 가구원수가 1명 증가할수록 차량을 1대 보유할 확률

이 34.1% 증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대를 보

유할 확률은 46.4% 증가하여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

34) [표 3-9]의 기술통계량의 단위가 1단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예컨대 가구주

연령은 연령의 제곱근이 1 증가, 더미변수는 0에서 1이 되는 경우임.

35) 가구주 연령 변수의 단위는 가구주 연령의 제곱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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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가구원수가 감소하는 경우 주차수요가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최근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청년 1～2인 가구를 주된 대

상으로 행복주택 또는 희망하우징 등에서 주차수요가 낮아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가구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크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주택 내부 환경의 수준을 나타내며 임대료의 대리변수36)이

기도 한 전용면적의 경우 가구원수와 마찬가지로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주차대수가 1대 또는 2대가 될 확률은 각각 3.2%, 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 크기는 거주기간과 유사하여 영향력이 매우 작을 것이라는

착시를 일으킬 수 있으나 시사하는 바는 상이하다. 통상 임대주택의 전용

면적은 18㎡, 30㎡, 45㎡, 60㎡, 85㎡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전용면적에 따

라 일반적으로 입주자의 가구소득, 가구원수 등의 유형이 달라진다. 각 유

형별 면적의 차이를 평균 15㎡로 가정하고 15㎡ 줄어들 경우 가구의 주차

수요 변화를 다항 로짓 모형에 적용하여 간략히 계산해보면 아래의 식과

같다.   로 주택규모가 1단계 줄어드는 경우 주차대수 1대를 선택

하게 될 확률이 1.616(=1/0.619)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주차대수가 2대가 될 확률 역시 2.119(=1/0.472)배 감소하게 된

다. 현재 같은 주차기준을 적용하는 전용 30㎡와 45㎡의 주차수요 차이는

2배에 가깝게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log           
  ·   ·

한편, 사회경제적 특성 중 단지규모를 나타내는 총 세대수는 대규모

단지일수록 주차수요는 줄어들 수 있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규모 단지의 경우 단지 내 또는 단지 주변에 생

36)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건설원가에 기초한 임대료 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

어 전용면적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되는 구조임. 최근의 행복주택 역시 시세에

연동하여 산정하는 방식이기는 하나, 단위면적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전용면적과 임대료는 동일한 추세를 가지는 변수로 취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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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하여 차량 이용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추론은 가능하다.

토지이용 특성 중 인구밀도와 주차수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

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통근 수요나 일상생활에 필수적

인 비통근 수요를 의미하는 1대의 경우 인구가 밀집된 고밀의 입지일수록

주차수요는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밀의 도시일수록 통근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용도들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꼭 필요하지 않은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밀도가 높을수록 통행거리가 감소하고 대중

교통․보행․자전거로의 수단선택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

는 대다수의 실증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전명진, 1997; 송미령, 2003; 신상

영, 2004; 홍진현, 2007; 전명진, 2008; 김희철․안건혁, 2011; Holtzclaw,

1994; Cervero, 1996; Cervero and Kockelman, 1997; Cervero and

Duncan, 2006; Rowe et al., 2011). 그러나 고밀의 도시일수록 차량 통행거

리는 짧아지지만 혼잡은 심할 수밖에 없으며, 한정된 도로 여건에서 새로

운 주택 개발에 자가용 이용을 촉발할 수 있는 과도한37) 최소 주차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교통 혼잡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며 부담 가

능한 주택의 개발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Manville and Shoup, 2005).

다음으로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거, 상업, 업무 용도의 균등도

(balance)를 나타내는 용도균등도는 차량 소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관련 선행연구에서 토지이용이 혼합되고 균등

할수록 통근거리가 감소하고 자가용에서 보행 또는 대중교통으로의 통행

수단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송미령, 2003; 김희철․안건혁,

2011; Handy et al., 2005;). 그러나 이들과 달리 레저와 쇼핑 통행에 있어

서는 근거리에 목적지가 있는 경우 차량 통행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

타나기 때문에 용도혼합도가 가장 강력한 토지이용 특성 변수가 될 수 있

37)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주차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기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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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통근 통행에서 용도균등도는 가장 약한 토지이용 변수이기도 한 점

을 지적하면서 용도균등도는 통행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수가 아닐 수 있

음을 주장한 연구가 있다(Gim, 2015). Gim(2015)의 연구에 따르면 용도균

등도가 차량 통행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높은 용도균등도를

보이는 경우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서 일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

분의 사람들은 주거지 근처로 직장을 구하거나 직장 근처로 주거를 이동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Giuliano and Small(1993)의 연구에서 직주 균

형 정책은 통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거시적인 토지이용 특성 지표인 고용접근성은 주차수요를 낮추는 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을 공급하게 되면 도시 외곽에 공급하는 경우보다 주차수요를 줄일 수 있

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선행연구 역시 거시적인 토지이용 특성 관

점에서 직주근접, 고용접근성이 통행거리를 감소시키고 자가용 이용수요

를 줄인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다수를 이룬다(신상영, 2004; 조상규, 2008;

김희철․안건혁, 2011; Handy, 1993; Cervero and Duncan, 2006; Ewing

and Cervero, 2010).

대중교통인접성은 버스 및 역세권을 포함하는 대중교통중심지역 포함

여부로 정의한 더미변수이다. 분석결과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대중교통중

심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주차 수요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행연구에서도 대중교통인접성이 좋아질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주

차수요가 50% 수준까지 감소함을 보인 바 있다(Rowe et al., 2011;

McDonnell et al., 2011). 가구소득과 더불어 주차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중교통중심지역에 입지할 경우 2대

이상 보유하게 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도시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조례에 의해

주차기준을 완화하는 정책방향이 타당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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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 회귀 모형

주차대수를 연속형 변수로 가정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Adjusted R2 는

0.319로 사회과학에서 통상적으로 인용하는 Cohen(1983)38)의 레퍼런스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분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표본의

DW 통계량39)은 1.895로 2에 가까워 모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분산팽창계수(VIF) 값이 모두 6 이하로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40). 개별 변수 해석은 다항 로짓 모형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종속변수: 주차대수

설명변수
β B S.E. t P>|t|

Collinearity Stats.

Tolerance VIF

(상수) 　 0.783 0.042 18.507 0.000*** 　 　

사회

경제

특성

가구주연령 -0.083 -0.063 0.004 -16.040 0.000*** 0.834 1.199

가구원수 0.146 0.069 0.003 25.478 0.000*** 0.679 1.473

소득(저소득=1) -0.166 -0.244 0.013 -18.273 0.000*** 0.270 3.706

거주기간 0.093 0.007 0.000 16.417 0.000*** 0.700 1.428

전용면적 0.308 0.008 0.000 29.008 0.000*** 0.198 5.055

단지총세대수 -0.010 -0.015 0.009 -1.623 0.105 0.592 1.690

토지

이용

특성

인구밀도 -0.058 -0.032 0.003 -10.702 0.000*** 0.766 1.306

용도균등도 -0.033 -0.130 0.022 -5.852 0.000*** 0.688 1.453

고용접근성 -0.007 -0.003 0.003 -1.268 0.205 0.846 1.182

대중교통인접성 -0.023 -0.110 0.024 -4.579 0.000*** 0.910 1.099

주1) ** significant at p<0.05, *** significant at p<0.01

주2) Number of observations = 30,429

주3) Adj.R2 = 0.319, D.W. = 1.876, F = 1,428.726

[표 5-3] 다중 회귀 모형 분석 결과: 전체 샘플

38) 연구 목적, 연구 주제 등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공학 등에서는 70%

이상이어야 하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더 엄격해서 90% 이상(실제로는 95%)을

요구함. 사회과학에서도 행동 지표 등의 경우에는 large(0.26≤R2), 일반적인 주

제는 middle(0.13≤R2)를 사용하며, 임상의 경우에는 small(0.02≤R2)을 사용하기

도 함.

39) 설정한 모형의 적절성 여부는 잔차항들이 서로 독립이며 정규분포인지를 보면

되며, 잔차 검정은 Durbin-Watson 통계량 을 이용할 수 있음. DW=2(1-상관계

수); (0-양의 상관관계, 4-음의 상관관계), Durbin-Watson 통계량의 기준값은 2

로써 2에 가까울수록 정규분포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음.

40)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을 넘지 않으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봄

(Gujarati,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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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주 연령별 분석

1) 다항 로짓 모형

전체 표본을 가구주 연령으로 층화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차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5-4]와 같다. 표본수는

청년가구 719세대, 중장년가구 17,000세대, 고령가구 12,710세대이며, 유사

R2인 Nagelkerke R2는 27.7～39.9% 수준의 모형 설명력을 보였다. Count

R2는 청년가구, 중장년가구, 고령가구에서 각각 68.6%, 64.0%, 70.1%의 예

측 정확도를 나타냈다.

종속변수: 주차대수

설명변수

청년가구 중장년가구 고령가구

log(π1/π0) log(π2/π0) log(π1/π0) log(π2/π0) log(π1/π0) log(π2/π0)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절편(Intercept) -8.489*** - -6.600*** -　-0.144 -　-3.175*** -　 5.814*** -　 5.062*** -　

사회

경제

특성

가구주연령 1.320*** 3.743 0.499 1.647 -0.146*** 0.864 -0.095 0.909 -0.912*** 0.402 -1.097*** 0.334

가구원수 0.019 1.019 0.239 1.269 0.225*** 1.253 0.298*** 1.347 0.389*** 1.475 0.544*** 1.723

소득(저소득=1) -0.143 0.867 -1.742** 0.175 -0.804*** 0.447 -1.295*** 0.274 -0.565*** 0.568 -0.770** 0.463

거주기간 0.008 1.008 0.027 1.027 0.039*** 1.039 0.049*** 1.051 0.028*** 1.028 0.013 1.013

전용면적 0.060*** 1.062 0.079*** 1.082 0.032*** 1.032 0.050*** 1.051 0.033*** 1.034 0.055*** 1.056

단지총세대수 -0.363 0.696 -0.203 0.817 -0.032 0.968 -0.060 0.942 -0.032 0.968 -0.228 0.796

토지

이용

특성

인구밀도 -0.169 0.845 -0.565 0.568 -0.089*** 0.915 -0.261*** 0.771 -0.087*** 0.917 -0.384 0.681

용도균등도 -1.252 0.286 -1.195 0.303 -0.382*** 0.682 -1.054*** 0.348 -0.329** 0.719 -1.905 0.149

고용접근성 0.018 1.018 0.027 1.027 -0.042** 0.959 0.077** 1.081 -0.096*** 0.908 0.090 1.094

대중교통인접성 -0.821** 0.440 -18.004 0.001 -0.527*** 0.590 -1.749 0.174 -0.796** 0.451 -19.353 0.001

N 719 17,000 12,710

-2LL

-2LL(0) = 1,145.092

-2LL(k) = 867.254

χ2 = 1,193.133

df = 1,328

-2LL(0) = 28,463.784

-2LL(k) = 21,896.776

χ2 = 25,452.834

df = 24,490

-2LL(0) = 15,986.721

-2LL(k) = 12,868.597

χ2 = 16,363.558

df = 15,312

Pseudo R2

Cox&Snell R2 = 0.321

Nagelkerke R2 = 0.399

McFadden R2 = 0.238

Cox&Snell R2 = 0.320

Nagelkerke R2 = 0.377

McFadden R2 = 0.203

Cox&Snell R2 = 0.218

Nagelkerke R2 = 0.277

McFadden R2 = 0.160

주) ** significant at p<0.05, *** significant at p<0.01

[표 5-4] 다항 로짓 모형 분석 결과: 가구주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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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모형에서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의 효과는 방향성과 통계적 유

의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주 연령 구간에 따라 가구

주 연령과 주차수요의 관계는 청년가구는 정(+), 중장년가구는 부(-), 고령

가구는 부(-)의 관계로 상이하며, 특히 고령가구의 오즈비(log(π1/π0))는

0.402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의 경우 그 이상의 연령과 달리 가구원수, 가구소득, 거주기간

은 주차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전용면

적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전용면적이 증가할수록 자가용을 보유할 확

률의 증가 폭이 2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특성 변수를 연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청년가구는 대중교통

인접성을 제외하고는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청년가구의 주차수요는 전용면적과 대중교통인접

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중장년 및 고령가구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용도균등도가

높을수록, 고용접근성이 높을수록 주차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가구에서 고용접근성과 주차수요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점

은 최근 고령자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

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중교통인접성은 모든 연령층에서 유의미하게 주차수요를 감소시키

는 영향이 있으나 청년가구의 경우 다른 연령층보다 주차수요가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대 이상의 경우 청년가구와 고령가구

는 대중교통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대 이상의 주

차수요는 토지이용 특성 보다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더 크게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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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 회귀 모형

종속변수: 주차대수

설명변수

청년가구 중장년가구 고령가구

B S.E. t B S.E. t B S.E. t

(상수) -0.581 0.308 -1.889 0.513 0.077 6.664*** 1.580 0.109 14.443***

사회

경제

특성

가구주연령 0.200 0.049 4.065*** -0.023 0.009 -2.606*** -0.168 0.011 -15.155***

가구원수 0.020 0.018 1.162 0.054 0.004 14.736*** 0.091 0.004 22.131***

소득(저소득=1) -0.265 0.088 -3.017*** -0.275 0.018 -15.595*** -0.148 0.022 -6.818***

거주기간 0.002 0.003 0.965 0.009 0.001 15.207*** 0.004 0.001 6.903***

전용면적 0.010 0.002 5.353*** 0.008 0.000 23.118*** 0.010 0.001 18.187***

단지총세대수 -0.044 0.057 -0.762 -0.013 0.011 -1.118 -0.010 0.016 -0.624

토지

이용

특성

인구밀도 -0.040 0.019 -2.104** -0.032 0.004 -7.571** -0.033 0.004 -7.700

용도균등도 -0.276 0.133 -2.073** -0.130 0.031 -4.191 -0.144 0.033 -4.336

고용접근성 0.010 0.016 0.644 0.003 0.004 0.701 -0.012 0.004 -3.185***

대중교통인접성 -0.079 0.066 -1.200 -0.092 0.033 -2.803*** -0.065 0.046 -1.423

N 719 17,000 12,710

Adjusted R2 0.333 0.327 0.232

주) ** significant at p<0.05, *** significant at p<0.01

[표 5-5] 다중 회귀 모형 분석 결과: 가구주 연령

다중 회귀 분석결과 Adjusted R2 는 0.232～0.327로 전체 표본의 모형

적합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 가구주 연령

에 있어서 다항 로짓 모형과 동일하게 청년가구와 나머지 연령집단이 서

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차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한편, 가구소득이 청년가구의 주차수요에 가장 크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분위인 경우 주차수요 즉, 차량보유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에서 가처분 소득의

증감이 차량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연령집단별 계수의 영향력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Cohen(1983)이 제안한 유사 t-검정(asymtotic t-test)를 이용한다(이성우 외,

2006; 조상규, 2008; 김희철․안건혁, 2011). 기준 집단의 계수를  , 대조집

단의 계수를 라고 하면 다음의 식에 의해 표준점수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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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식에 의해 산출된 값은 계수 차이의 표준점수(Z-score)로 볼 수 있

다. 양측 검정 기준으로 표준점수의 절대값이 1.64를 초과하면 90% 신뢰

수준에서, 1.96을 초과하면 95% 신뢰수준에서 두 계수의 값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58을 초과하면 99% 신뢰수준에서 두 계수의 값이 통계적으로

다르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방법에 의해서 계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연령집단간의 가구주 연령

계수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내에

서의 가구주 연령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의 증감 정도가 연령집단별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활동 진입

단계인 청년가구에서는 연령 증가에 따라 주차수요가 증가하며, 은퇴이후

고령가구는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주차수요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가구소득 수준 및 전용면적의 차이에 따른 주차수요 역시 가구주 연령

집단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가구는 고령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 및 전용면적에 따른 주차수요의 감소폭이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변수 기준그룹
계수추정치 대조그룹과의 계수 차(Z-Score)

추정계수 표준편차 청년가구 중장년가구 고령가구

가구주

연령

청년가구 0.2 0.049 - 4.476*** 7.328***

중장년가구 -0.023 0.009 -4.476*** - 10.202***

고령가구 -0.168 0.011 -7.328*** -10.202*** -

가구주

소득

청년가구 -0.265 0.088 - 0.111 -1.290

중장년가구 -0.275 0.018 -0.111 - -4.468***

고령가구 -0.148 0.022 1.290 4.468*** -

전용면적

청년가구 0.010 0.002 - 1.069 0.060

중장년가구 0.008 0.000 -1.069 - -2.976***

고령가구 0.010 0.001 -0.060 2.976*** -

[표 5-6] 연령 집단간 계수 차이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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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계층별 분석

1) 다항 로짓 모형

표본수는 1∼2분위 22,503세대, 3∼4분위 7,926세대로 1∼2분위가 대다

수를 이룬다. 모형 적합도는 Nagelkerke R2가 1∼2분위 11.9%, 3∼4분위

18.9%로 전체 모형에 비해 낮은 모형 설명력을 보였으며, Count R2는 1

∼2분위 67.5%, 3∼4분위 63.3%의 예측 정확도를 나타냈다. 앞서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서 밝힌바와 같이 세대별로 측정 가능한 소득변수가 없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에 따른 집단 구분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종속변수: 주차대수

설명변수

1∼2분위 3∼4분위

log(π1/π0) log(π2/π0) log(π1/π0) log(π2/π0)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절편(Intercept) 0.249 -　 -1.214** -　 1.453*** -　 -1.550*** -　

사회

경제

특성

가구주연령 -0.314*** 0.730 -0.299*** 0.742 -0.445*** 0.641 -0.418*** 0.659

가구원수 0.281*** 1.325 0.469*** 1.598 0.251*** 1.285 0.301*** 1.351

소득(저소득=1) - - - - - - - -

거주기간 0.035*** 1.035 0.042*** 1.043 0.023 1.023 0.027*** 1.027

전용면적 0.041*** 1.042 0.053*** 1.055 0.023*** 1.024 0.043*** 1.044

단지총세대수 -0.050 0.952 -0.430** 0.650 0.484*** 1.622 0.475*** 1.608

토지

이용

특성

인구밀도 -0.132*** 0.877 -0.532** 0.587 0.048 1.049 -0.111*** 0.895

용도균등도 -0.690*** 0.502 -2.882 0.056 1.362*** 3.904 0.133 1.142

고용접근성 -0.059*** 0.943 -0.093** 0.911 -0.134*** 0.874 0.124** 1.132

대중교통인접성 -0.676*** 0.509 -1.690 0.185 - - - -

N 22,503 7,926

-2LL

-2LL(0) = 26,090.523

-2LL(k) = 23,956.863

χ2 = 30,115.038

df = 28,524

-2LL(0) = 13,233.256

-2LL(k) = 11,863.910

χ2 = 12,743.935

df = 12,634

Pseudo R2

Cox&Snell R2 = 0.090

Nagelkerke R2 = 0.119

McFadden R2 = 0.066

Cox&Snell R2 = 0.159

Nagelkerke R2 = 0.189

McFadden R2 = 0.095

주) ** significant at p<0.05, *** significant at p<0.01

[표 5-7] 다항 로짓 모형 분석 결과: 소득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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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특성은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주차수요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단지 규모를 나타내는 단지 총세대

수와 주차수요의 관계는 소득계층에 따라 달리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분위의 경우 단지 규모가 클수록 주차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3∼4분위

에서는 단지규모가 클수록 주차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표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생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1

∼2분위는 단지 또는 주변에 생활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단지일수

록 차량 이용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3∼4분위의

경우 주차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단지일수록 주차수요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주차여건이 양호

할수록 주차수요가 늘어남을 지적한 바와 맥락을 같이 한다(Weinberger

et al., 2009; Manville et al., 2013).

미시적 토지이용 특성인 인구밀도와 주차수요는 소득 계층에 따라 다

소간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1∼2분위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주차수요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였다(Holtzclaw, 1994). 반면에 3∼4분위의

경우 1대는 인구밀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대 이상

인 경우에 밀도가 증가할수록 주차수요 역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용도균등도 역시 소득 계층에 따라 단지 총 세대수와 같은 양상을 보

였다. 1∼2분위에서는 인구가 밀집되고 토지이용이 혼합될수록 주차수요

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산 및 소득이 낮은 1∼2분위는 통근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용도들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할 경우

꼭 필요하지 않은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반해 3∼4분위는 토지이용이 혼합될수록 자가용 1대를 소유

할 가능성은 높아졌으며, 2대 이상을 소유할 확률은 토지이용 보다는 주로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

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4분위

는 1∼2분위에 비해 1인 가구 보다는 자녀를 둔 3인 이상 가구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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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향을 보인다(조상규, 2008). 이들 가구는 자녀의 교육 및 여가․문

화생활41)의 수요에 따라 활동반경이 넓어지게 된다. Guerra(2014)의 연구

에서도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자가용 통

행거리가 길어지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요컨대 토지이용의 직접적인 효과

에 반응하는 1∼2분위와는 달리 3∼4분위는 일상의 필요 보다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욕구와 선호에 의해 다른 선택을 하는 차이를 보

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고용접근성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선택

을 할 확률이 1∼2분위의 경우 6.0% 증가하고, 3∼4분위의 경우 14.4%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분위의 주차수요 즉, 차량 이용 수요가 고용

접근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1∼2분위의 입지변화에 대한 높

은 주거이동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신나윤, 2006). 1∼2분위는 주

로 단순노무․생산․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일반적으

로 이들 업종은 사무․관리직에 비해 이직을 의미하는 고용입지 이동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중교통인접성의 경우 1∼2분위에서는 다른 토지이용 특성에 비해

주차수요에 매우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3∼4분위가 거

주하는 경우가 다수인 50년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구득자

료에서 역세권인 경우가 없어서 대중교통인접성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불

가능하였다.

요컨대 경제적 제약으로 주거자기선택이 어려운 1∼2분위의 경우 대

중교통이 편리한 고밀․복합적 토지이용이 주차수요를 줄이는데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3∼4분위에게는 토지이용 특성 보다는 가구의

특성이 주차수요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가

41) 박준범(2007) 및 윤인숙(2008)에 따르면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인 경우 자발적

으로 교육환경이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여 직장으로부터 떨어진 주거지역

을 선호하며, 통행비용의 증가를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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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경우 자가용 소유는 건조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라는

Handy(2006)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2) 다중 회귀 모형

다중 회귀 분석결과 Adjusted R2 는 1∼2분위 0.088, 3∼4분위 0.125로

전체 표본의 모형 적합도보다 낮게 타나난다.

다중 회귀 분석모형의 개별 변수 해석은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다항

로짓 분석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토지이용 특성은 다항 로짓 결과

와 방향성은 동일하지만 통계적인 유의미함에서 차이를 보였다. 1∼2분위

는 모든 토지이용 특성과 주차수요가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3∼4

분위에서 토지이용 특성은 변수에 따라 주차수요와의 관계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고용접근성의 경우 다중 회귀 모형에서는 3∼4분위는 고용접근성

이 높을수록 주차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종속변수: 주차대수

설명변수

1∼2분위 3∼4분위

B S.E. t B S.E. t

(상수) 0.606 0.044 13.925*** 0.649 0.090 7.182***

사회

경제

특성

가구주연령 -0.066 0.004 -15.454*** -0.054 0.009 -5.828***

가구원수 0.072 0.003 22.352*** 0.048 0.006 8.454***

소득(저소득=1) - - - - - -

거주기간 0.007 0.000 16.810*** 0.003 0.001 2.530**

전용면적 0.010 0.001 16.479*** 0.007 0.000 17.953***

단지총세대수 -0.015 0.012 -1.250 0.041 0.016 2.564**

토지

이용

특성

인구밀도 -0.044 0.003 -13.172*** -0.014 0.007 -2.110**

용도균등도 -0.237 0.027 -8.857*** -0.031 0.050 -0.634

고용접근성 -0.014 0.003 -4.890*** 0.028 0.008 3.434***

대중교통인접성 -0.080 0.023 -3.464*** - - -

N 22,503 7,926

Adjusted R2 0.088 0.126

주) ** significant at p<0.05, *** significant at p<0.01

[표 5-8] 다중 회귀 모형 분석 결과: 소득 계층



- 100 -

그러나 다항 로짓 분석 결과를 보면 통근과 관련성이 높은 1대42)일 경

우는 1∼2분위와 동일하게 고용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주차수요가 낮아지는

반면, 2대 이상인 경우 반대의 효과가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비례 확률 가정(proportional odds assumption)의 성립 여부는 논외로 하

더라도 0대, 1대, 2대 이상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더 미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항 로짓 모형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는 계수의 방향성과 상대적인 크기의 양상은 다

항 로짓 모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유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가구원수

는 99% 신뢰수준, 거주기간은 95% 신뢰수준, 전용면적은 99% 신뢰수준에

서 1∼2분위와 3∼4분위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1∼2분위의 경우 가구원수, 거주기간, 전용면적 모두가 주

차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3∼4분위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수 기준그룹
계수추정치

대조그룹과의 계수차
(Z-Score)

1∼2분위 3∼4분위 1∼2분위 3∼4분위

가구주연령
1∼2분위 -0.066 0.004 - -1.108

3∼4분위 -0.054 0.009 1.108 -

가구원수
1∼2분위 0.072 0.003 - 3.694***

3∼4분위 0.048 0.006 -3.694*** -

거주기간
1∼2분위 0.007 0.000 - 2.520**

3∼4분위 0.003 0.001 -2.520** -

전용면적
1∼2분위 0.010 0.001 - 4.074***

3∼4분위 0.007 0.000 -4.074*** -

[표 5-9] 소득 계층간 사회경제적 효과 차이검정

42) 1대를 소유하는 경우는 통근 통행 및 필수적 일상 용도를 위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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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 유형별 분석

1) 다항 로짓 모형

표본수는 별동형 552, 단지형 29,877로 현재까지의 공급 비율과 유사하

게 단지형이 더 많은 표본을 가진다. 모형 적합도는 Nagelkerke R2가 별동

형 37.0%, 단지형 36.6%로 비슷하며 전체 모형과도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Count R2는 별동형 79.3%, 단지형 66.1%의 예측 정확도를 나타냈다.

주택유형 중 별동형의 경우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유의미한 변수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지형은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주차대수

설명변수

별동형 단지형

log(π1/π0) log(π2/π0) log(π1/π0) log(π2/π0)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절편(Intercept) -0.400 -　 -6.625 -　 0.905*** -　 -1.802*** -　

사회

경제

특성

가구주연령 -0.003 0.997 0.160 1.173 -0.335*** 0.715 -0.319*** 0.727

가구원수 -0.147 0.863 0.263 1.301 0.308*** 1.360 0.401*** 1.494

소득(저소득=1) - 　- - -　 -0.719*** 0.487 -1.190*** 0.304

거주기간 -0.043 0.958 -0.036 0.965 0.038*** 1.039 0.041*** 1.042

전용면적 0.023 1.023 -0.005 0.995 0.032*** 1.033 0.051*** 1.052

단지총세대수 22.796 7.9E+9 86.131 2.5E+37 -0.028 0.973 -0.073 0.929

토지

이용

특성

인구밀도 -0.039 0.961 0.141 1.151 -0.087*** 0.916 -0.295*** 0.744

용도균등도 1.653 5.220 5.498 244.150 -0.295*** 0.745 -1.184*** 0.306

고용접근성 -0.330*** 0.719 -0.655** 0.520 -0.063*** 0.939 0.080*** 1.083

대중교통인접성 -1.888*** 0.151 -3.885*** 0.021 -0.794*** 0.452 -19.830 2.4E-09

N 552 29,877

-2LL

-2LL(0) = 756.378

-2LL(k) = 577.543

χ2 = 1,400.845

df = 1,038

-2LL(0) = 46,111.544

-2LL(k) = 31,026.045

χ2 = 40,556.544

df = 40,116

Pseudo R2

Cox&Snell R2 = 0.277

Nagelkerke R2 = 0.370

McFadden R2 = 0.235

Cox&Snell R2 = 0.305

Nagelkerke R2 = 0.366

McFadden R2 = 0.203

주) ** significant at p<0.05, *** significant at p<0.01

[표 5-10] 다항 로짓 모형 분석 결과: 주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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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우선 별동형의 입주자 특성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주로 별동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대신

하는 1～2분위 취약계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1인 청년을 위한 매

입원룸,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건설형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등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영민․성진욱(2017a, 2017b)을 비롯한 입

주자 특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별동형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청년

층 위주이며, 가구원수가 적고, 경제적으로는 1∼2분위에 해당하는 등 가

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가 유사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통계적 관

점에서 표본 크기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43).

토지이용 특성 변수 중 인구밀도는 별동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으나 방향성은 인구밀도가 증가할수록 주차수요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단지형은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주차수요를 감

소시키는 것으로 타나났다. 한편, 용도균등도는 별동형의 경우 95% 통계

적 유의수준에서 주차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접근성과 대중교통인접성은 별동형과 단지형 모두에서 주차

수요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으며, 각 세부모형 내에서 다른 변수에 비해 상

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동형과 단지형을 비교하면

계수의 방향성은 동일하지만 별동형인 경우가 두 변수에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 가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대주택 자체의 기반

시설이 부족한 별동형은 주변 기성 시가지의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 특성

변수가 주차수요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단지형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43) 일반적으로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 각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함은 커지는

경향을 보임(Sullivan, 2012). 반대로 별동형의 경우와 같이 표본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 유의미한 변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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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별동형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보다는 입지특성에 더욱 민

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입지에 별

동형, 즉 소규모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차 수요를 더욱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며, 기존의 임주호(2006)를 비롯한 선행

실증연구의 결과와 같다.

2) 다중 회귀 모형

다중회귀 분석결과 Adjusted R2 는 별동형 0.301, 단지형 0.322로 전체

표본의 모형 적합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Durbin-Watson 통계량 역

시 별동형 1.854, 단지형 1.887로 정규분포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속변수: 주차대수

설명변수

별동형 단지형

B S.E. t B S.E. t

(상수) 0.619 0.337 1.840 0.747 0.043 17.202***

사회

경제

특성

가구주연령 0.016 0.017 0.916 -0.063 0.004 -15.785***

가구원수 -0.015 0.034 -0.428 0.072 0.003 26.426***

소득(저소득=1) -　 -　 -　 -0.243 0.013 -18.105***

거주기간 -0.012 0.024 -0.496 0.008 0.000 18.178***

전용면적 0.002 0.002 1.070 0.008 0.000 29.243***

단지총세대수 -0.767 9.490 -0.081 -0.012 0.009 -1.384

토지

이용

특성

인구밀도 -0.013 0.028 -0.448 -0.031 0.003 -10.414***

용도균등도 0.399 0.175 2.279** -0.116 0.023 -5.130***

고용접근성 -0.075 0.020 -3.803*** -0.004 0.003 -1.370

대중교통인접성 -0.462 0.050 -9.224*** -0.175 0.042 -4.191***

N 552 29,877

Adjusted R2 0.301 0.322

주) ** significant at p<0.05, *** significant at p<0.01

[표 5-11] 다중 회귀 모형 분석 결과: 주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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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의 방향성과 상대적인 크기의 양상은 다항 로짓 모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 용도균등도와 대중교통인접성의 영향력 차이를 통

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유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용도균등도가 주차수

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별동형과 단지형의 계수 차이는 2.918로 99% 신

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동일하게 대중교통인접

성에 있어서도 계수 차이는 4.395으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형에 비해 별동형의 주차수요는 입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수 기준그룹
계수추정치

대조그룹과의 계수차

(Z-Score)

저소득 중간소득 저소득 중간소득

용도균등도
별동형 0.399 0.175 - 2.918***

단지형 -0.116 0.023 -2.918*** -

대중교통

인접성

별동형 -0.462 0.050 - -4.395***

단지형 -0.175 0.042 4.395*** -

[표 5-12] 주택 유형간 토지이용특성 효과 차이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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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귀모형에 따른 세대별 주차수요 추정

다항 로짓 모형의 선택확률 산출식에 따라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입주자 특성에 따라 주차대수별 선택확률을 구하였다.

첫 번째로 도심에 별동형으로 공급하는 1인 청년가구(전용면적 18㎡)

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역세권 여부에 따라 주차 선택확률은 역세권 11.69%, 비역세권 29.63%로

역세권인 경우가 비역세권 수요 보다 17.94%p 낮은 수준이었다. 역세권일

수록 주차수요가 낮을 것이라는 가정을 만족한다.

[그림 5-1] 별동형 청년주택의 역세권 여부에 따른 주차수요 선택확률

다음으로 도심에 별동형으로 공급하는 일반 3인가구(전용면적 45㎡)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역

세권 여부에 따라 주차 선택확률은 역세권 24.88%, 비역세권 41.55%로 역

세권인 경우가 비역세권보다 16.67%p 낮은 수준이다. 일반가구는 역세권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주택보다 각각 주차수요가 높으며, 역세권 여부에 따

른 청년가구의 수요 감소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 별동형 일반주택의 역세권 여부에 따른 주차수요 선택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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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 로짓 추정 모형과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단지형과 별동형

전체를 대상으로 다중 회귀 모형을 적용한 주차수요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택유형
역세권

(대중교통중심지)
비역세권

현행 주차기준
(서울시 조례)

청년주택
(전용 18㎡)

0.11 0.31 0.40

일반주택
(전용 45㎡)

0.27 0.48 0.70

[표 5-13] 다중 회귀 모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주차수요 추정 결과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추정된 주차수요는 0.11대로 현행 주차기준인

0.4대의 27.50%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역세권인 경

우 역시 0.31대로 현행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세권의 주차수

요는 비역세권 보다 세대당 0.20대 낮은 수준이었다.

일반가구의 경우 역세권인 경우 0.27대, 비역세권인 경우 0.48대로 역세

권의 주차수요가 비역세권보다 세대당 0.21대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

었다. 역시 현행 주차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역세권 대비 역세권의 주차수요 비율에 있어서도 다항 로짓 모형과

다중 회귀 모형 추정결과는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비역세권 대비

역세권의 주차수요는 청년주택의 경우 각각 다항 로짓 모형 39.45%, 다중

회귀 모형 35.48%였으며, 일반주택은 다항 로짓 모형 59.88%, 다중 회귀 모

형 56.2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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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도시주거에 있어서 주차장의 의미는 단순히 차량을 주차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는 자동차 이용과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도시 토지 이용,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그리고 환경에까지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서울시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차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인 반면, 공공임대주택 주차장은 활용되지 않은 채 비어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부담 가능한 주택의 지속

공급을 위해서는 주차장의 최저 공급기준이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지와 그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론적 고찰과 연구의 개념적 틀을 설정하면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연구 질문에 대

해 가설을 설정한 바 있다. 분석을 통해 밝혀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주차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

엇인가?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는 단지 총 세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또는 가구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이 통행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Ewing and Cervero, 2001; Handy et al., 2005; Cervero

and Duncan, 2006). 특히, 가구소득이 주차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가구소득 1∼2분위인 경우 3∼4분위 일 때보다 주차대수가 1

대 또는 2대가 될 확률은 각각 104.0%(2.040배=1/0.490), 217.4%(3.174배

=1/0.3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도

소득 수준, 임대료 부담 능력이 주차수요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2대 이상은 가구의 경제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줄어들수록 주차수요도 감소한다는 선행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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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Rowe et al., 2011). 한편, 주택

내부 환경의 수준을 나타내며 임대료와 연동되는 전용면적의 경우 전용면

적이 45㎡에서 30㎡로 줄어들 경우 주차대수 1대, 2대 이상을 선택하게 될

확률은 각각 1.616배, 2.119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최초로 밝혔다는 의의를 가진다. 한편, 토지이용 특성에 있어서는 미시적

토지이용 특성인 인구밀도는 높아질수록 주차수요가 감소하는 부(-)의 관

계를 확인하였다. 밀도가 높을수록 통행거리가 감소하고, 대중교통․보

행․자전거로의 수단선택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대다

수의 실증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희철․안건혁, 2011; Holtzclaw, 1994;

Cervero, 1996; Cervero and Kockelman, 1997; Rowe et al., 2011). 이와 달

리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거, 상업, 업무 용도의 용도균등도는 차량

소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Gim(2015)과 같은 결

과를 보였다. 반면 거시적 토지이용 특성인 고용접근성은 주차수요를 낮추

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역시 거시적인 토지이용 특

성 관점에서 고용접근성이 통행거리를 감소시키고 자가용 이용수요를 줄

인다는 결과가 다수를 이룬다(Handy, 1993; Cervero and Duncan, 2006;

Cho and Baek, 2007; Ewing and Cervero, 2010).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인

접성은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주차 수요를 크게 낮추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McDonnell et al., 2011; Rowe et al., 2011).

요컨대 입주가구의 주차수요는 경제적 특성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고밀

의 토지이용과 접근성․인접성이 양호할수록 주차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른바 압축도시 계획요소는 주차수요를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이론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와 단지 특성에 따라 주차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있는가? 청년가구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전용

면적이 증가할수록 자가용을 보유할 확률의 증가 크기가 2배 정도에 이르

며, 토지이용특성 변수에서는 대중교통인접성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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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에 따라서는 가구소득 1∼2분위에서는 인구가 밀집되고 토

지이용이 혼합될수록 주차수요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4

분위의 경우 미시적 토지이용 특성인 인구밀도와 용도균등도에서는 통계

적 유의성이 상이하여 일관된 해석을 하기가 곤란한 결과를 보였다. 요컨

대 토지이용의 직접적인 효과에 반응하는 1∼2분위와는 달리 3∼4분위는

일상의 필요 보다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욕구에 의해 다른 선

택을 하는 차이를 보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별동형에서 사회경제적 특성은 유의미한 변수가

없는 반면, 단지형은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유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용도균등도 및 대중교통인접성이 주차수요

에 미치는 영향의 계수 차이는 각각 2.918, 4.395로 모두 99% 신뢰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용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입지에

별동형, 즉 소규모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차 수요를 더욱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며, 기존의 임주호(2006)를 비롯한 선행

실증연구의 결과와 같다.

셋째,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주차기준은 적정한가? 다항 로짓 모형에

의한 주차수요 추정결과 청년가구의 주차 선택확률은 역세권 11.69%, 비

역세권 29.63%로 역세권인 경우가 비역세권 수요의 39.45% 수준이었으며,

일반가구는 역세권 24.88%, 비역세권 41.55%로 역세권인 경우가 비역세권

의 59.88%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모든 가구에서 역세권의 주차수요

가 낮게 추정되었으며, 일반가구보다는 청년가구의 수요 감소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다중 회귀 모형 추정 결과 역시 역세권인 경우 청년은

현행기준의 27.50% 수준, 일반가구는 38.57%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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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설 채택여부

가설 1-1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주차수요는 인구학적 특성

보다는 경제적 특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채택

가설 1-2
고밀·혼합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할수록

주차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일부채택

가설 2-1

사회진입단계인 청년가구의 주차수요는 광역입지인

고용접근성 보다는 대중교통인접성에 더 크게 영향

을 받을 것이다.

채택

가설 2-2
1∼2분위와 3∼4분위의 주차수요에 미치는 영향요

인이 각각 다를 것이다.
채택

가설 2-3

주로 도시 내에 입지하여 기성 시가지의 기반시설

을 이용하는 별동형인 경우 단지형에 비해 입지

자체가 주차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채택

가설 3-1

대중교통인접성에 유의미하게 반응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역세권 여부에 따른 수요 감소의 크기가 다른

연령층보다 클 것이다.

채택

가설 3-2
도심에 공급되는 별동형 임대주택은 대중교통인접

성이 개선될 경우 주차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채택

[표 6-1] 가설 검정 결과

2. 정책적 제언

1～2인 위주의 소형가구를 위한 부담 가능한 도심 주거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가구 소득이 늘어나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촉

진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개발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중심으로 수요에 맞도록 주차기준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후순위로 기준 조정이 당장 어렵다면 적어도 유휴 주차면을 공영주차

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수익모델을 만들어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여 공공임

대주택을 포함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의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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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향후 주차기준 조정 시 현재의 수요와는 별도로 앞으로 주차장

공급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분석의 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차량 공유 및 자율 주행차의 확산은 자가용 보유와 주차장 이용

수요를 극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미국의 짚카(Zip

car), 우리나라의 쏘카(Socar)로 대표되는 차량 공유시장은 매년 확장추세

에 있으며, 자율 주행차 기술 역시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일례로

공유 차량 1대 공급으로 대체되는 자가용의 대수가 10대 내외로 알려져 있

으며(Shaheen, 2008), 2025년에는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40%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세계경제포럼 WEF, 2017). 특히, 이 연구에서

주차수요가 가장 낮은 계층으로 나타나는 청년계층은 새로운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세대로 차량 공유, 자율 주행차 이용에 좀 더 적극적일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의 주차장 없는 역세

권 청년주택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와 같은 주차수요 감소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부동산 개발과 도시계획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부지 내

부설 주차장(on-site parking)의 감소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해져 부

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가능성이 높아지며, 좁은 토지에서도 고밀 개발이

가능해져서 저층 주거지의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도로와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공간을 녹지로 대체하여 도심

어메니티(amenity)를 증진시키고 차량이 줄어든 도로는 안전한 보행을 촉

진하여 가로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이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소득 수준을 두 구간으로 정의하여 더미변수

로 적용하였다는 점, 횡단면 연구로 주차 수요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분석

하지 못하였다는 점,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구 대상이 한정되어 전체 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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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가진다. 향후 추가적인 데이터 구

축을 통해 좀 더 정확하고 일반화가 가능한 주차수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인 서울시내 도심과 같은 고밀의 도시에

서는 주차기준 축소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나,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외

곽 지역의 주차기준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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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개정일 시설물 설치 기준

1993

단독주택

․건축면적 180㎡이하: 1대

․건축면적 180㎡초과: 1대+초과하는 120㎡당 1대

․면적 150㎡미만인 시설물 제외

공동주택
․건축면적 130㎡당 1대

․면적 150㎡미만 시설물 제외

1997

다가구주택

․건축연면적 87㎡초과 133㎡이하: 1대

․건축연면적 133㎡초과: 1대+초과하는 90㎡당 1대

※ 다가구주택의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6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0.6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85㎡당 1대

※ 공동주택의 전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0.7대이상

1999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건축연면적 87㎡초과 133㎡이하: 1대

․건축연면적 133㎡초과: 1대+초과하는 90㎡당 1대

※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0.7대 이상

2002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건축연면적 87㎡초과 134㎡이하: 1대

․건축연면적 134㎡초과: 1대+초과하는 90㎡당 1대

※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1대 이상

200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1대 이상

2009∼

현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1대 이상

(전용면적이 30㎡이하인 경우 0.5대, 60㎡이하인 경우0.8대)

[표 부록-1] 서울시 주차장 설치 기준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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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2016)

제3장 4절(건축계획 수립 기준)

3-4-8 청년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300세대 이상의 경우 50%이

상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4-9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따른 거주민의 자동차 이용 수

요를 위하여 아래 기준에 의거 나눔카 이용을 위한 시설

을 설치․제공하여야 한다.

가.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 면수(기계식 포함)의 10% 범위에

서 나눔카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1대 이하로

산정될 경우 1대로 산정한다.

나. 나눔카 사용을 위한 주차면 제공 위치는 다수의 사용자

가 이용 가능한 위치에 선정, 제공하여야 한다.

다. 나눔카 사업자는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나

눔카 주차면의 청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 나눔카의 시설 운영비 및 설치비는 나눔카 사업주가 부

담한다.

마.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는 입주자 모집 시 공고내

용에 나눔카 사용계획과 주차장 제공계획을 포함하여 공

고하여야 한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관한

표준 협약서

(2016)

④ 임차인 자격 및 모집공고

가. 임차인자격

- 임차인은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로 제한한다. 다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있는 세대에는 우

선적으로 주차장을 제공하고 그 외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나눔카 확보 등 주차장 사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후 청년주택 자문을 거쳐 운영하여야 한

다.

나. 입주자모집 이후부터는 선출된 입주자 대표회의 등 결정

을 통해 주차장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한다. 이

때 입주자중 생계를 위하여 차량운행이 필요한 세대에 대

해 주차장 사용여부를 논의, 결정한다.

[표 부록-2]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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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parking requirements appropriate in Korea? The meaning of parking 

or parking lot in urban residence does not just encompass a space for 

parking vehicles, but it also affects traffic flow, urban land use, and also 

the environment. First, excessive parking requirements increase the cost of 

housing construction and reduces the number of households, which ultimately 

hinders the supply of affordable housing. In addition, the inclusion of sale 

price in the construction cost of a parking lot or rent of an apartment house 

causes the problem of social inequality. This occurs when a household that 

does not own a car has to pay parking costs. Finally, the construction of 

the parking lot in situ results to landscape damages thus posing a problem 

to pedestrians who use footpath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it costs 30 million krw to build one 

additional underground parking lot in public housing in Seoul. If the parking 

requirements is lowered, 17% of the rent will be saved in studio type youth 

public housing respectively. This allows adjustment of minimum parking 

requirements to facilitate the provision of affordable housing, including 

public housing through the reduction of the cost of construction and rental 

rates. Moreover, if minimum parking requirements are made more friendly 

to meet actual demand, the area of the available residential land will be 

greatly increased and the supply to affordable housing will be more 

adequate. A good example of this is the US parking policy that alleviates 

minimum parking requirements for public housing by 20-25% compared to 

private housing, and curbs the elderly public housing by 60-70%. In a bid 

to expound more on this discussion, it is salient to verify whether the 

minimum parking requirements reflects actual demand and whether the 

standard is appropriate for sustainable supply of affordable housing for 

low-income famil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socio-economic and land use characteristics of low-income household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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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ing demand while focusing on public housing sample. The fin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arking policy for expanding affordable 

housing supply considering the estimated parking demand. Based on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research hypotheses 

of the research were set up and case analysis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housing and its residents.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land use characteristics and parking demand.  In addition, the 

study aime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and estimate the parking demand 

by subgroup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the effect 

of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net area on parking demand was 

significant. It is possible to interpret that rent-paying ability and parking 

demand are in a positive relationship. In land use characteristics, land use 

balanc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arking demand, while 

accessibility to employment areas and proximity to public transportation had 

an effect of lowering parking demand.

Second, the study also depicted a difference in factors affecting parking 

demand among stratified subgroups according to age, income level, and the 

type of house. Accessibility to employment areas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parking demand for young households. However 

proximity to public transportation decreased significantly in all age 

subgroups. In the land use characteristics, the population density, land use 

balance, accessibility to employment areas, and proximity to public 

transportation all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and use characteristics for 

1-2 income decile households, while the land use characteristics were not 

significant or the effect size was very small for 3-4 income dec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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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s. In contrast to 1-2 income decile class that respond to the direct 

effects of land use, 3-4 income decile class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different choices depending on the additional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needs of the household rather than daily life needs. Multi-family housing 

type, not apartment complex type was more sensitive to the land use 

characteristics than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It 

can be inferred that parking demand will be further reduced if it is supplied 

to station influence areas with good employment accessibility, which is the 

same as the results of previous empirical studies.

Third, it is estimated that present minimum parking requirements of the 

public housing exceeds the demand. Parking demand declined significantly 

due to the presence of station influence areas. From the multinomial logit 

model estimation, the results illustrated that parking demand of the station 

influence area is 28% of the non-station influence area for young 

households and the demand is 50% of the non-station influence area for 

general household. Similar to the general present prefere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demand for parking for young people responded 

sensitively to the station influence area.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sugges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tudy in the situation where the provision of affordable housing for 

small sized households of 1-2 is necessary. First, in order to facilitate 

affordable housing supply in an economic environment where household 

income is unlikely to increase, the cost of housing development should be 

lowered. In order to facilitate thi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minimum 

parking requirements downward to meet the demand, especially in station 

areas and youth housing. If the standard adjustment is difficult at the 

moment,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fiscal expenditure by making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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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uch as using at least idle parking lot as public parking lot. 

Future decline in parking demand will have a major impact on real 

estate development and urban planning. Reduction of on-site parking will 

enable efficient land use, which enables high-density development on narrow 

land, which will result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affordable housing 

in low-rise residential areas.

Keywords : Affordable housing, Public housing, Parking lot, Parking 

requirements, Parking demand, Station influence area(SIA), 

Multinomial logit model

Student Number : 2015-30689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3절 연구 흐름도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과 주차장 
	1. 도시주거와 주차 
	2.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과 주차장 
	3. 국내외 주차장 관련 정책 및 제도 

	제2절 통행특성, 차량보유와 주차수요의 관계 
	1. 통행과 효용이론
	2. 통행특성, 차량보유와 주차수요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3절 소결: 선행연구의 한계와 연구방향 

	제3장 분석의 틀 
	제1절 분석의 개요 
	1. 연구의 개념적 틀 
	2. 연구 문제의 설정 
	3. 분석의 구성 

	제2절 측정변수 
	1. 측정변수 선정 
	2. 변수 측정 

	제3절 분석 모형의 설정
	1. 주차 수요 모형
	2. 층화된 표본 집단간 계수 비교


	제4장 분석자료 구축 및 실태 분석 
	제1절 분석자료 구축
	제2절 현장조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차 실태 
	1. 단지형 공공임대주택 
	2. 별동형(소규모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제3절 공공임대주택과 입주민의 특성 
	제4절 층화 집단의 조작적 정의
	1. 가구주 연령
	2. 소득 계층
	3. 주택 유형


	제5장 실증분석: 주차수요 결정요인과 수요 
	제1절 주차수요 결정요인 분석결과 
	1. 전체 표본 
	2. 가구주 연령별 분석 
	3. 소득 계층별 분석 
	4. 주택 유형별 분석 

	제2절 회귀모형에 따른 세대별 주차수요 추정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제언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startpage>13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제3절 연구 흐름도  6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과 주차장  7
  1. 도시주거와 주차  7
  2.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과 주차장  10
  3. 국내외 주차장 관련 정책 및 제도  14
 제2절 통행특성, 차량보유와 주차수요의 관계  19
  1. 통행과 효용이론 19
  2. 통행특성, 차량보유와 주차수요에 관한 경험적 연구  21
 제3절 소결: 선행연구의 한계와 연구방향  33
제3장 분석의 틀  35
 제1절 분석의 개요  35
  1. 연구의 개념적 틀  35
  2. 연구 문제의 설정  36
  3. 분석의 구성  40
 제2절 측정변수  42
  1. 측정변수 선정  42
  2. 변수 측정  46
 제3절 분석 모형의 설정 61
  1. 주차 수요 모형 61
  2. 층화된 표본 집단간 계수 비교 66
제4장 분석자료 구축 및 실태 분석  68
 제1절 분석자료 구축 68
 제2절 현장조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차 실태  70
  1. 단지형 공공임대주택  70
  2. 별동형(소규모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72
 제3절 공공임대주택과 입주민의 특성  75
 제4절 층화 집단의 조작적 정의 81
  1. 가구주 연령 81
  2. 소득 계층 82
  3. 주택 유형 83
제5장 실증분석: 주차수요 결정요인과 수요  85
 제1절 주차수요 결정요인 분석결과  85
  1. 전체 표본  85
  2. 가구주 연령별 분석  94
  3. 소득 계층별 분석  96
  4. 주택 유형별 분석  101
 제2절 회귀모형에 따른 세대별 주차수요 추정  105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07
  1. 연구결과의 요약  107
  2. 정책적 제언  110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11
참고문헌  113
부    록  123
Abstract  12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