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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2016년 말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1,803천대로 2천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 자가용 승용차는 16,505천대로, 전체 21,353천대
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체 세대의 77.3%가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
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대 당 1대의 자가용 승용차 보유가 보편
화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주차현실은 상당히 암담하다고 보입니
다. 대/중/소도시를 막론하고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은 불법주차가 만
연해 있고, 주거지역에는 야간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권 침해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언급된 지도 수회
입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인 주차산
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서 우수주차장을 선정하여 이를 널리 홍
보함으로서 주차산업 선진화를 선도하고, 나아가서는 주차문화 개선
에 기여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수주차
장 선정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주차장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한 우수주차장 평가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제도적 제안만 있을 뿐 변화가 없던 주차분야에 대한 체계적
인 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주차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보고, 시대적 요구
에 대응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우수주차장 평가방안은 실질적인 선정사업 추
진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대한 기

초연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가 주차산업 활성과 더불어 우리나
라 주차문제 해결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관계기관 담
당자 및 전문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를
위해 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을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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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자동차등록대수가 2천만이 넘은 이 시점에서 부족한 주차수요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차부문의 과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법으
로, 주차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주차문화를 개선하고 주차산업 활성화 기회 제고를 위한 우수주차장 선정,
홍보에 앞서 국내외 우수사례 관련 사례고찰을 통해 우수주차장 선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 국내 주차장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주차장 여건을 분
석하고, 국내외 우수사례 고찰을 통한 향후 우수주차장 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수주차장 선정방법론을 적용하여 시
사점을 찾고, 효과적인 우수주차장 선정계획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가. 주차 우수사례 선정의 필요성
’17년 현재 주차장확보율은 94%로, 199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으나,
지속적인 주차면 확충에도 주차공간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 서울시와 같이
대도시의 경우는 노상/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에 한해 위탁운영수치를 조사
할 수 있으나, 그 외 도시의 경우 데이터 구축조차 되어 있지 않다. 주차장 운
영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전무한 실정으로, 주차장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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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활용의 범위가 무한한데 비해 구축되어 현실은 주차문화 활성화에 걸림
돌이 되고 있다.
주차장 설계 및 운영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 4조, 6조, 11조에서 주차장
형태에 따른 구조설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차장의 설계와 운영관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주차장의 우수조건이라 판단되는 체크리스트(진출입구
설계, 주차구획 기준 적용, 주차장 보안 및 모니터링 체계, 주차장 안내체계,
기타(주차장 디자인, 특수 운영방식 등))를 작성하여 이와 관련한 사례를 고찰
하였다. 사례고찰 결과, 주차장법에 의거 규정되고 있는 법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규정된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경우가 있고, 법정
기준은 충족하였지만 관리 및 운영이 미흡하여 주차장 내 편의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법정기준을 충족하되, 규정된 법정기준
을 초과하여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경우와 이를 위한 노력(운영관리 등) 성과
를 우수한 사례로 판단하여 이를 반영한 평가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 교통부문 우수시설․시책 평가 사례조사
주차부문의 유사사례로는 국내에는 경찰청에서 주관한 범죄예방 우수주차
장 인증제가 있으며, 해외에는 유럽, 미국, 영국 주차협회에서 주관한 우수주
차장 관련 시상이 있다.
국내 경찰청에서 주관한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제의 경우 주차장의 안
전 및 공동체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것으로, 관리운영체계, 감시, 안전성 등
8개 부문에 대한 종합적 진단 후 총점의 80% 이상을 득점한 경우 우수주차장
인증패를 수여한다. 해외의 경우 주차산업 발전 및 우수운영사례 홍보를 위해
각 나라 주차협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주차장 시상으로 공공, 민간 주차관련 사
업자를 대상으로 주차장의 기능, 구조, 서비스, 운영관리 등에 대한 우수주차
시설 협회상을 수여한다.
교통부문의 유사사례로는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우수업체 선정평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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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류대상,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 등이 있으며, 평가항목에 따라 고
득점자는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차장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의 틀
이 시설의 편의성, 안전성, 운영관리체계, 방범시설이라는 기본요소로 구성되
어 있었다. 국내외에서 제시된 기준들 모두 표준화가 된 것이 아니었기에 개괄
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주관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선진
국의 경우, 주차장이 갖는 고유의 기능에 시설 디자인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지역사회의 공헌성 등 사회경제적 지표도 고려하여, 평가의 기본요소로 간주
하고 있다. 또한 단발성에 그치는 시상행위가 아닌 주기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우수주차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 여건 상 주차장 우수성에
대해 인증하고, 확대해 나가기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표준화, 계량화 되지
못한 지표로 인해 어려운 실정으로, 본 연구를 통해 편의성, 안전성, 운영관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평가항목들을 고려한 선정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다. 우수주차장 선정을 위한 평가방안
평가기준은 주차장이 제공하여야할 기능 충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설
정되어야 할 것이며, 주차장이 우선 법적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평가대
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차장은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사회적 기능을 갖추어
야 하며, 따라 다중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하며, 주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차장의 고유의 기능에 중점을 두어 국내외 유사사
례를 검토한 결과를 놓고, 우리나라 주차장과 본 연구의 대상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선정하였다. 평가기준은 전문가 및 주차산업 관계자와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항목을 결정하되, 설정된 평가항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도권, 세종·대전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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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공영주차장 등의 주차시설 현장 조사를 통하여 적절성 여부를 진단하였다.
평가 방법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선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
안이 선정되어야 하므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정량적 수치로 산정하는 방안과
함께, 평가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 및 우수 주차장 선정사례 후보군 선정 방안
등이 포함하였다.
이러한 방향을 기본으로, 주차장이 제공하여야 할 기능 및 서비스는 주차장
의 기본적 요건의 충족여부와 함께 시설의 안전성, 이용편리성, 공공시설로서
의 기능성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우수주차장 선정을 위한 평가부분은 1) 주
차장 시설로서의 기본요건, 2) 시설의 안전성, 3) 이용의 편리성, 4) 시설의 기
능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도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는 우수, 적합,
미흡으로 구분한 점수를 부여하며, 평가항목의 측정규모, 특징, 평가현실을 반
영한 결과, 정량평가가 기준이 되는 항목과 정성평가가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세부내용은 본문을 참고한다.

평가항목

평가 기준
진출입구 동선 체계

1
주차장의
기본요건

진출입구의 적절성

접근로 전방시야 확보 여부
조업차량 접근을 위한 층고 확보
진출입구 개수

2
3

주차장내
차량이동의 편리성
주차구획면의
여유폭 확보

4

경사로의 안전성

1

보안 및 모니터링
체계

진출입구 회전차로의 여유폭 설계
법적기준 이상의 주차구획면 설계(확장형 전체 설치,
이중구획선 등)
경사로의 노면, 각도의 안전한 설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CCTV 설치

시설의
안전성

2
3
4

취약장소의 안전성
확보
사각지대 해소
방범, 안전 안내문의
적절성

설치된 CCTV 성능 (130만 화소 이상, 동작감지 가능 등)
24시간 CCTV 녹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유무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안전취약장소에 안전시설(비상벨, 경광등, 인터콤) 설치
사각지대 반사경(볼록거울 또는 방범용 거울) 설치
범죄예방 및 비상시설 사용 안내문 설치 유무

요 약

평가항목

주차장 보안관리자의 상시 배치 및 정기적 순찰업무
수행유무

보안관리 및
순찰체계의 적절성

6

조도 관리

적정 조도 유지 및 조명 사각지대의 최소화

7

색채 관리

범죄예방을 위한 색채관리 도입여부

8

안전성 제고 노력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1

주차안내 체계의
적절성
차량 주차의 편의성

3

보행동선체계의
적절성

4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성

이용의
편리성

시설의
기능성

평가 기준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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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 위기관리 매뉴얼 구비 유무

차량동선 안내 체계
보행동선 안내 체계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및 주차점유 여부 표시
법적기준 이상의 주차구획면 설계
(확장형 전체 설치, 이중구획선 등)
주차장 내 보행로 확보
보행자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유무
교통약자용(여성, 임산부, 유아동반 가족 등) 주차면 설치
및 입구 근접성
교통약자 접근동선 BF 설계 여부
첨단 요금지불체계 운영
(자동번호인식시스템 차량출입차단기 통합운영 등)

․

5

주차요금지불의
편리성

6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

주변 주차장과 통합운영 등 이용자 편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

1

주차장의 외관
디자인

주차장 시인성 확보를 위한 옥외시설물 설치, 디자인 여부

2

혁신적인 기술,
운영방식

첨단 IT를 활용한 운영방식 도입 (주차정보제공 어플리케
이션, 주차예약제 운영 등)

․

다양한 지불방법 제공(무인정산시스템, 교통 신용카드 등)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외관디자인 특성

청소 및 청결유지 방안
3

유지관리기능

정기적인 관리자 교육 수행
고장 및 노후 시설의 유지관리체계

참고
지표

카쉐어링 이용활성화를 위한 전용 주차면 설치

4

사회공헌

5

고객만족도 제고

고객 니즈 만족을 위한 노력 및 커뮤니케이션 등

1

주차장 규모

주차면적, 주차면수(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교통약자 등)

2

주차장 운영시간

전일, 야간 운휴

3

주차장 이용현황

평균주차대수, 최대주차대수, 주차회전율, 점유율

4

주차장 이용목적

상업시설접근, 공공시설 접근, 대중교통 이용 등

5

건출물 면적

부설주차장인 경우, 건축연면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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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주차산업의 향후 중추
전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수주차장
을 선정하여 이를 널리 홍보함으로서 주차산업 선진화를 선도하고 나아가서는
주차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우수주차장 선정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주차장 운영현황 분석을 바탕으
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수주차장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평가방안
의 핵심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설정으로,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
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사업의 인증심사 기준과 유럽, 미국, 영국의 주차협회에
서 주관하고 있는 우수주차시설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항목을 설정하였다. 평
가방법으로는 평가대상을 구체화 하였으며, 우수주차장 선정 대상 후보군 선
정을 위한 평가방식도 구체화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수주차장 선정 평가방안은 향후 우수주차장 선정 사
업에서 주요 평가 항목 및 방법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는데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차시설을 우수사례로 선정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주차정책 또는 운영 프로그램도 대상에 포
함시켜 주차전반에 걸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주차기술․운영․정책 등을 총 망
라하는 우수사례 선정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5년 20,999천대로, 2천만 대를 넘어섰다.
2015년 말 기준 국민 2.4명당 1대꼴로 90년 기준 인구 12.6명당 1대에 비하면
약 5배에 달하는 성장수준을 보이고 있다1). 1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대수는
0.85대 수준에 이르는 등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지도 오래이다.
자동차 증가에 따라 자연스레 주차수요도 늘어나게 되나, 우리나라 주차여
건은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한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전국
주차장면수는 20,303천면으로 동기간 자동차 등록대수 20,999천대 대비
96.6%에 불과한 수준이다.2)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의 확충노력이
지속되었으나, 토지가격 상승과 도시개발로 주차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
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로 주차산업이 활성화되어, 시장중심의 주차장 공급과 함
께 첨단IT을 활용한 주차운영 효율화 방안이 확산될 필요가 제기된다.

1) KTDB, 교통통계DB–교통수단보유-도로-자동차등록대수,
https://www.ktdb.go.kr/www/selectTrnsportTreeView.do?key=32 (2016.11.27)
2) KTDB, 교통통계DB-주차장 현황
https://www.ktdb.go.kr/www/selectTrnsportTreeView.do?key=32 (20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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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서 주차산업에 대한 관련업계의 관심을
유도하고 주차환경 및 주차문화개선을 위한 국민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
기가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서 민간 또는 공공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주차시설을 선
정하여 적극 ‧ 홍보함으로서 주차산업에 대한 관련업계 및 국민의 관심 유도와
함께 주차시설의 전반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주차장 현황 및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우
수주차장 및 운영기술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및 평가 매뉴얼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주차문화 개선 및 주차산업 활성화 기회 제고를 위한 우수주차장
선정, 홍보에 앞서 우수주차장 선정방법에 관한 연구이므로, 연구의 대상 범위
는 국내 주차산업을 부문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국내 주차장 현황 및 국내외 우수사례(시책)관련
사례 고찰, 우수주차장 선정방법 및 시범운영 방법 개발 등으로 구성된다.
첫째, 주차장 현황분석을 통해 주차문화 환경 및 여건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 주차장 일반 현황 및 주차장 사업자 일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주차장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주차장 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국내외 우수사례(시책) 시상 사례와 그 평가 방법론 고찰을 통해 향후
우수주차장 선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
수주차장 선정방법론을 적용하여 시사점을 찾고, 효과적인 우수주차장 선정계
획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1단계에서는 국내 주차장에 대한 일반현황조사, 실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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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국내외 우수사례(시책) 관련 유사사례 고찰을 주요 골자로 한다. 2
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효과적인 우수주차장 선
정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 수행은 주차산업분야에서 우수주차장 선정방법론 개발은 선례가 없었
다는 점에서 국내외 유사사례조사와 관계전문가 자문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크게 문헌조사, 업계․전문가 자문을 택하였다. 문헌조사는 주차장 일반현황과
기존 우수주차장 인증사례, 유사사례 분석부분에서 중점 활용하였으며, 우수
주차장 선정방법론 개발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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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주요선행연구 현황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연구목적

주
요
선
행
연
구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연구명: 대형마트 주차장 ․국내사례 및 해외사례 ․범죄예방진단 및 인정,
시설척도 및 인정기준 연구 고찰
인증에 대한 문헌연구
․연구자(년도):경찰청 ․관계자 자문회의 및 ․국내외 셉테드 인증사례 비교
(2016)
전문가 설문조사
․주차시설 내 범죄 위험성 분석
1
․연구목적: 주차장
․주차장 발생 범죄 ․주차지설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예방 진단평가 항목 통계분석
진단
및 기준 개발
․주차시설 현장 진단 및 ․범죄예방환경 우수주차장
평가

평가 및 인정체계 마련

․연구명: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등 연구–주차장 ․주차장 범죄 발생현황
․주차장 범죄 발생 현황 및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 및 분석
주차장 범죄사례 특성 분석
제도 개선
․주차장 방범규정
․
주차장 방범관련 규정 및
․연구자(년도):국토교통부 현황진단
방범설비 점검실태 등 현황
2
(2016)
․주차장 방범 관련
․연구목적: 주차장 범죄 법적기준 개선방안, ․진단
주차장 방범 인식조사
및 방범규정 진단을 통한 주차장 셉테드 도입방안
․
주차장 방범 체계화 방안
주차장
등 주차장 방범 체계화
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방안 제시

․민간주차장 현황 및

본
연구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우수주차장 및
운영기술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및 평가 매뉴얼
개발

방안 제시

마련

․주차장 일반현황 및 ․주차장 일반현황 조사 및
주차사업자 현황검토를
분석
통한 여건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관련 사례
․주차시설 현장조사를 고찰
통한 진단 및 평가
․주차장 현장진단 및 평가
․국내외 우수사례, 시책 ․우수주차장 선정을 위한
관련조사
평가기준 개발
․주차정책, 제도 관련
문헌 및 설문조사
․주차장 평가기준
개발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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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주차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지역 중심의 주차정책 부분에 관한 연구를 중
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주차시설 공급확대, 도심지역 주차수요 억제, 혹은 재
정지원 및 세제 감면 등의 정책대안 위주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차장의 평가는 주차장의 부대시설(환기구 등)의 기능, 성능에 대한 시설평
가 연구가 다수였으며, 주차장의 전반적인 평가와 서비스 측면 관련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우수주차장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의 필요성과 선정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전무하나, 범죄예방환경 조성과 안전기준 마련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일부
있다.
경찰청(2016) 연구에서는 주차장 범죄예방 진단 평가항목과 기준을 개발하
고 이를 활용하여 수행 가능한 형태의 주차장 범죄예방 인정체계를 분석, 제시
하였다. 이 연구는 주차장 범죄예방진단 측면에서의 범죄에 취약한 주차시설
에 대한 위험평가진단을 내리기 위한 평가기준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
계가 있다.
국토교통부(2016) 연구에서는 주차장 범죄예방을 위해 주차장 범죄 특성 분
석과 방범관련 시설에 대한 규정을 진단하여 주차장 방범관련 시설설치 및 관
리기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주차장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차장의 범죄예방 측면 외 주차장의 전반적인 기능을 포함
한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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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차장 설치 현황
1990년에서 2015년 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에 따른 국
내 주차장 총면수도 연평균 12.5%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다. 해마다 증가한 자동차등록대수와 함께 주차장 공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어 2015년 기준 주차장 확보율은 96.7% 수준으로 199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으나, 등록된 자동차가 주차하기 위한 박차공간도 약 3% 정도 부
족하고, 이동 목적지에서의 주차공간까지 포함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3).
<표 2-1> 국내 자동차등록대수, 주차장 설치현황 추이
(단위: 천대, 천면, %)

구분

’90

’93

’96

’99

’02

’05

’08

’11

’14

’15

자동차등록대수(A) 3,390 6,274 9,553 11,163 13,949 15,396 16,794 18,437 20,117 20,989
전체(B)
주차
면수

1,017 2,820 5,290

노상

97

노외

378

부설
주차장확보율
(A/B*100)

540

791

550

333

634

1,696 4,105

6,706
553

9,242 11,494 14,057 16,674 19,148 20,303
864

827

818

742

658

649

754

911

1,055

2,069

1,071

1,117

1,113

5,399

7,466

9,611 12,179 14,860 17,372 17,398

30.0% 44.9% 55.4% 60.1% 66.3% 74.7% 83.7% 90.4% 95.2% 96.7%

출처 : KTDB, 교통통계DB-주차장 현황,
https://www.ktdb.go.kr/www/selectTrnsportTreeView.do?key=32 (2016.11.27.)

3) 차량의 주차형태는 박차(泊車)와 주차(駐車로) 구분할 수 있음. 박차는 야간시간대와 같이 비활동시간대
동안 장시간동안 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면, 주차는 이동목적지에서의 단시간의 정차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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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내 주차장확보율 추이
출처 : KTDB, 교통통계DB-주차장 현황,
https://www.ktdb.go.kr/www/selectTrnsportTreeView.do?key=32 (2016.11.27.)

유형별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부설주차장이 전체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
고, 노외주차장은 7.6%, 노상주차장은 3.8%로서, 우리나라의 주차공급은 부설
주차장 위주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2>는 이러한 경향이 지자체 전
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건축물 유형에 대한 명확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서울시에서 집계한
자료(<표 2-3> 참조).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서울시 전체 주차면 387만면 중,
부설주차장은 총 363만면(93.7%), 특히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면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부설주차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대부분 민
간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이라는 사실은 주차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부설주차
장의 시설 및 운영선진화가 중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로 민간 건축물에
포함되는 부설주차장의 시설적 개선 및 운영선진화는 제도적 규제 뿐 만 아니
라, 양질의 주차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
서 우수주차장 사례를 선정하여 홍보 배포함으로서 국민 의식을 환기시키는
것은 그 방향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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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시도별 주차장현황
(2015년 기준, 단위: 면)

구분

계

합계

20,331,739

서울

3,877,326

부산

1,297,279

대구

977,003

인천

1,097,443

광주

610,529

대전

641,525

울산

618,105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7,965
5,119,034
631,455
598,308
680,882
639,648
645,660
1,090,158
1,460,668
268,751

소계

노상
유료

무료

소계

노외
공영

민영

685,305

282,396

402,909

1,085,744

624,820

460,924

18,560,690

3.4%

1.4%

2.0%

5.3%

3.1%

2.3%

91.3%

134,924

134,924

-

109,306

66,884

42,422

3,633,096

3.5%

3.5%

-

2.8%

1.7%

1.1%

93.7%

42,766

28,172

85,272

18,911

66,361

1,169,241

14,594

부설

3.3%

2.2%

1.1%

6.6%

1.5%

5.1%

90.1%

36,220

6,887

29,333

31,675

16,139

15,536

909,108

3.7%

0.7%

3.0%

3.2%

1.7%

1.6%

93.1%

61,876

5,475

56,401

48,563

27,817

20,746

987,004

5.6%

0.5%

5.1%

4.4%

2.5%

1.9%

89.9%

12,836

479

12,357

36,373

12,960

23,413

561,320

2.1%

0.1%

2.0%

6.0%

2.1%

3.8%

91.9%

20,539

4,690

15,849

24,915

12,092

12,823

596,071

3.2%

0.7%

2.5%

3.9%

1.9%

2.0%

92.9%

22,344

19,486

2,858

36,942

13,192

23,750

558,819

3.6%

3.2%

0.5%

6.0%

2.1%

3.8%

90.4%

268

1,167

612

555

76,530

268
0.3%
131,748

44,290

0.3%

1.5%

0.8%

0.7%

98.2%

87,458

177,240

96,780

80,460

4,810,046

2.6%

0.9%

1.7%

3.5%

1.9%

1.6%

94.0%

21,387

3,499

17,888

68,445

48,235

20,210

541,623

3.4%

0.6%

2.8%

10.8%

7.6%

3.2%

85.8%

13,334

1,787

11,547

30,544

18,812

11,732

554,430

2.2%

0.3%

1.9%

5.1%

3.1%

2.0%

92.7%

24238

584

23654

54529

38819

15710

602115

3.6%

0.1%

3.5%

8.0%

5.7%

2.3%

88.4%

21,479

21,234

245

78,952

45,317

33,635

539,217

3.4%

3.3%

0.0%

12.3%

7.1%

5.3%

84.3%

21,041

1,417

19,624

91,897

64,979

26,918

532,722

3.3%

0.2%

3.0%

14.2%

10.1%

4.2%

82.5%

25,312

2,963

22,349

65,124

43,864

21,260

999,722

2.3%

0.3%

2.1%

6.0%

4.0%

2.0%

91.7%

76,882

6,260

70,622

105,585

63,416

42,169

1,278,201

5.3%

0.4%

4.8%

7.2%

4.3%

2.9%

87.5%

18,111

249

17,862

39,215

35,991

3,224

211,425

6.7%

0.1%

6.6%

14.6%

13.4%

1.2%

78.7%

자료: 시도별 주차장 현황(2016),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제2장 주차 우수사례 선정의 필요성

9

<표 2-3> 서울시 주차장 현황
부설(면)
구분

총계

총계
(면)

노상
(면)

노외
(면)

3,877,326

134,924

109,306

계
3,633,096

일반
주택
307,301

공동
주택
1,954,248

일반
건축물
1,371,547

자료: 서울시 주차장 통계(2016), 서울시 내부자료

제2절 주차장 설계 및 운영관련 현황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등 연구(국토교통부, 2016)에 따르면, 중․대형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존의 주차구획을 적용하고 있어 주차장에서 이른
바 ‘문콕’ 사고 증가율이 2010년 대비 2014년 약 97.8% 증가하고 있다고 한
다. 동 연구에서 국토부 민원 2013~2014년 자료를 바탕으로 승용차, 승합차,
소형트럭의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주차구획크기와
출입구 폭이 좁아 승하차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의 형태에 따라 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을 규정
하고 있는데, 주차장의 우수조건이라 판단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와
관련한 사례를 고찰하였다.

1. 진출입구 설계현황
접근성이 높을수록 시설의 이용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주차장법 제6조에서
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의 회
전곡선과, 출입구 너비 등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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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
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
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장 법정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의 부
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이용자의 편리한 접근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주차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우수사례

미흡사례

주차장 안내표시를 명확히 하여 접근성을 높임
(분당 **백화점)

주차장출입구 접근로가 불법주차가 만연한
도로로 되어 있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짐

주: 상기 사진자료는 현장조사 수행(2016.10)시 분당 **백화점, 세종시내 부설주차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임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차량 출입램프가 원형인
경우, 시야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 또는 고령운
전자의 사고 위험이 높을 수 있어, 가급적 직선형 램프의 설치를 권장하고, 부
득이한 경우, 최소 수준의 내변반경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주차 우수사례 선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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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사례

서울 양천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 진입로
진입로의 폭이 좁아 차량 출입 시 벽이나 연석을 긁어 손상되어 있음
자료: 주간동아, ‘문콕에 벽 긁고 왕짜증 원흉은 주차장법이었네’,
http://weekly.donga.com/3/all/11/760981/1 (2017.2.27.)

2. 주차구획 기준 적용현황
일반적으로 주차장법으로 규정된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일반형의 경우 2.3
미터의 너비를 가지지만, 이와 같이 법으로 규정된 주차구획은 중・대형 차량
의 증가와 차량제원의 증가4)로 문콕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
고 있다. 주요 요인은 중・대형차가 주차장에 나란히 주차할 경우 주차여유
폭이 좁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연구에서 국토부 민원
2013~2014년 자료를 바탕으로 승용차, 승합차, 소형트럭의 주차장 구조・설
비기준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주차구획이 좁고, 주차구획 위치별 동일한
크기로 승하차가 불편하다는 의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승용차의 중・대형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그로 인해 주차장 문콕 사
고건수 증대, 주차구획 관련 시비 및 주차구획 기준 수정 민원 등의 증가로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 확장형 주
차구획을 적용한 사례는 우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4) 중형차 대표 차종인 쏘나타의 경우 전장, 전폭, 전고 증가
연도
1985
2016

모델
쏘나타 1800
쏘나타 2.0 CWL

전장(mm)
4,578
4,855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6),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등 연구, p250

전고(mm)
1,380
1,475

전폭(mm)
1,755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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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경 형

1.7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구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이륜자동차 전용

너비
2.0미터 이상

구분
장애인 전용
이륜자동차 전용

너비
3.3미터 이상
1.0미터 이상

1.0미터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경 형
일반형
확장형

너비
2.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5미터 이상

<표 2-4> 주차구획 기준 적용현황
우수사례

미흡사례

이중주차구획선 표기 (분당 **백화점)

주차구획이 좁아 문콕 사고 발생

확장형 주차구획 도입 (세종 **라움)

주차구획 크기가 좁음

주: 상기 사진자료는 현장조사 수행(2016.10)시 분당 **백화점, 세종시내 부설주차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임

제2장 주차 우수사례 선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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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 보안 및 모니터링 체계 적용현황
최근 주차장 내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장
범죄예방, 안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5). 주차장법 등 일부 법령에서 주차
장 범죄예방 관련시설(CCTV, 조명시설, 비상벨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주차장 내 범죄발생이 이어지면서, 현행 규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표 2-5> 주차장 범죄발생 통계(최근 4개년)
구분
합계
주차장

2011
1,752,598
(100%)

2012
1,793,400
(100%)

2013
1,857,276
(100%)

2014
1,778,966
(100%)

평균
1,795,560
(100%)

26,021

20,637

32,775

24,999

26,108

(1.5%)

(1.2%)

(1.8%)

(1.4%)

(1.5%)

자료: 경찰청(2016), 대형마트 주차장 시설진단 척도 및 인정기준 연구, p.27

한국교통연구원(2016)에 따르면 주차장 내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조명시설, 비상벨, 폐쇄회로 감시카메라 등 방범 관련 시설들의 설치규정은
「건축법」, 「주차장법」 등 7개 법령에 제시되어 있다.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 구조・설비기준)에서는 조명과 경
보장치, CCTV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동법 제11조(부설주차장 구조・
설비기준)에서는 제6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노외・부설
주차장의 조명은 주차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지하식・건축물식 주차장 대
상으로 최소・최대 조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조사를 수
행한 현장 일부에서는 최소 조도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가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5) 그래픽뉴스, ‘대낮에 마트 주차장 납치․전철역 폭행... 여자로 살기 겁나요’,
http://thestory.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4/2015092401210.html(2016.10.24.)
6) 한국교통연구원(2016),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등 연구, p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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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
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
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
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 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
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
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②

③

한국교통연구원(2016)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주차장법」에서는 노외주
차장에 대해 연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의무는 별도 명시를 하고 있지 않아 각 지자체별로 점검여부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 점검 불이행시 처벌 규정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태라 판단하고 있다.7)

제2장 주차 우수사례 선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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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주차장 보안 및 모니터링, 안전체계 적용현황
우수사례

미흡사례

고화질 CCTV로 주차장 모니터링 강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1)

CCTV와 같은 방범시설은 물론 관리자도 비상주

퇴직경찰 출신 ‘주차장 보안관’ 운영
(이마트)2)

비상호출시스템 구비
(세종시 가재마을 *단지)

CCTV는 설치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조도가 어두워
범죄위험성이 높음

자료: 1) 뉴스웨이, 이마트 주차장 보안관 제도 1년...안전한 마트 만들다,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7073100132303056&md=20170731060002_AO
(2016.12.02.)
주: 번호각주를 제외한 상기 사진자료는 현장조사 수행(2016.10)시 분당시/세종시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임

7) 한국교통연구원(2016),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등 연구, p974

16

4. 주차장 안내체계 제공현황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주차안내체계 관련 법적규정은 명시되어 있
지는 않지만, 실시간 주차정보, 주차위치, 출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표 2-7> 주차장 안내체계 제공현황
우수사례

미흡사례

실시간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이마트 **점)

주차위치, 출구 등 안내표지체계 구축
(세종국책연구단지)

주차안내표지 훼손, 주차정보제공 무
(세종시 조치원 ** 빌딩)

주: 상기 사진자료는 현장조사 수행(2016.10)시 이마트 둔산점/세종국책연구단지/대전시 내 부설주차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임

5. 보행동선체계 적용현황
주차장은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공간이나 도로공간으로 분리되지 않
고 있어, 안전과 관련한 시설 설치나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8) 주차장 설계 과정에서 보행동선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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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주차구획 공간 계획 시,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그 통로에 적절한
안전시설 (조명, 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쾌적성을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
다. 차량이동 통로, 주차공간, 보행영역의 패턴을 구분하여 인지성을 확보한
경우 보행통로의 위치와 통로 폭의 적정하다 판단할 수 있을 듯 생각된다.
<표 2-8> 보행동선체계 적용현황
우수사례

미흡사례

보행동선 구분
(세종시 범지기마을 *단지)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혼재
(세종시 조치원 **빌딩)

주: 상기 사진자료는 현장조사 수행(2016.10)시 세종시내 부설주차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임

6. 기타
가. 주차장 디자인 적용현황
주차장의 고유기능은 주차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주차활용을 높이는 것
이다. 주차장의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더
불어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요소를 함께 제시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시인성 확보방안은 명시
되어 있지 않다.

8) 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 ‘교통안전공단, 보행자 사고 예방 활동에 앞장서’,
http://www.ts2020.kr/ind/prt/InqDetNANNewsData.do?ctgCd=&searchCtgCd=&bbsSn=9041&pa
geIndex=1&searchCnd=01&searchWrd=%EB%B3%B4%ED%96%89%EC%9E%90(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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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주차장 디자인 적용현황
우수사례

미흡사례

주차전용건물이라는 통합디자인 적용,
주차장임을 명확히 표기(세종시 공영주차장)

상업건물로 잘못 인식되어 옥외광고물이
무질서 하게 설치되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
(안양시 **빌딩)

주: 상기 사진자료는 현장조사 수행(2016.10)시 세종시/안양시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임

나. 기타 특수화된 운영방식 적용
우수사례

진입로에 설치된 방법 CCTV와 지자체와 지방경찰청이 연계, 진입여부를 필터링하는 무적
혹은 수배 차량을 검출할 수 있는 무적차량검출 시스템(스타필드 하남)1)
자료: 경찰청(2016), 대형마트 주차장 시설진단 척도 및 인정기준 연구,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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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통부문 우수시설･시책 평가 사례조사

제1절 주차부문
1. 국내: 경찰청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국내의 경우 주차장의 우수성을 전반적으로 인증한 선행사례는 없으나, 안
전부분에 대해 경찰청에서 점검, 인증하는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제가 시
행 중이다.
2015년까지는 국내 주차장에 대한 안전진단과 평가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기준 없이 일부 지역에서 셉테드 기법을 적용한 범죄예방 특수시책의 일환으
로 전개되었으나, 2016년 이후, 경찰청(2016) 연구에서 제안된 범죄예방 우수
주차장 인증기준을 토대로, 경찰관서 주관으로 범죄예방 우수주차장을 인증하
고 명패를 수여한 사례가 있다.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제는 주차장의 안전 및 공동체 치안활동 강화를
위해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제로9), 각 지방 경찰청
주최로 범죄예방 환경이 조성된 주차장을 인증하고, 환경 유지를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수상사례이다.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
다.

9) 국제뉴스 ‘남양주시 범죄예방 시설 최우수주차장 인증패 수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5751(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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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관리운영체계, 감시성 등 전반적인 환경을 진단하여 범죄예방 부문에서의 우수한
시설을 선정하여, 자발적인 범죄예방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시설의 안전 확보

주관

경찰청

평가
대상

공동주택, 대형마트 및 일반건축물 주차장

평가
항목

관리운영체계, 감시성,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성지원, 안내표지, 방범 및 안전시설,
특수 방범 시스템 및 디자인 8개 부문, 총 91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1) 관리운영체계 분야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자 상주 등 15개 항목
2) 감시성 분야
주차장 구조, 배치, 디자인, 시설, 조경, 조명, 영상감시 등 34개 항목
3) 접근통제
- 차량통제 출입구 등 7개 항목
4) 영역성 분야 : 보행로 확보 등 6개 항목
5) 활동성 지원 : 상업요소 배치 여부 등 2개 항목
6) 안내표지 : 주차면 표지안내 체계 등 6개 항목
7) 방범 및 안전시설: 비상벨 설치 여부 등 6개 항목
8) 특수방범시스템 및 디자인(가점항목)
이상음원감지시스템 설치여부 등 16개 항목

–
–

–

평가
방법

경찰서 범죄예방 진단팀을 구성하여 평가, 평가분야의 기본항목 배점 총점의 80%
이상을 득점한 경우 시상 수여

시상
내역

경찰청 인증 우수주차장 인증패 수여
- 인증패는 2년간 유효하며,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 2년마다 재인증 실시

자료: 경찰청(2016), 대형마트 주차장 시설진단 척도 및 인정기준 연구의 세부내용을 토대로 표 정리

◦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사례(대전시)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대형마트, 아파트 주차장을 대상으로 방범진단을 추진하고, 우수주차장
인증 체크리스트 총점의 80% 이상인 주차장을 우수주차장으로 인증하였다.10)
대전 지역 우수주차장으로 선정된 이마트 둔산점은 경찰청 범죄예방 인증
심사항목에 따라 범죄예방 진단팀의 현장심사를 통해, 5개 분야(관리운영체

10) 대전투데이, ‘둔산서 대형마트․아파트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추진’,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417(201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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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감시체계, 접근통제, 영역성, 방범 및 안전시설)에서 80% 득하여 선정되었
다.11) 우수주차장으로 인증된 이마트 둔산점은 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
해 퇴직 경찰관 출신의 주차장 관리 보안관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타 시설과
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12)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선정-이마트 둔산점

경찰청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패

<그림 3-1> 우수주차장 인증
자료: (좌) 충청투데이, 이마트 둔산점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28172(2017.1.19.)
(우) 일요신문,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제 실시,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20034
(2017.1.19.)

11) 중도일보, 이마트 둔산점,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선정,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612282667 (2016.11.28.)
12) 중도일보, 이마트 둔산점,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선정,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612282667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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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유럽, 미국, 영국 주차협회 주관 우수주차장 관련 시상
가. 유럽 EPA Parking Awards
유럽의 경우에는 주차 관련 공관계가 모여 조직한 유럽주차설비협회(EPA,
European Parking Association)라는 곳에서 주차관련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
하고 있다. 유럽주차협회(EPA)에서는 ‘EPA Parking Award’라는 이름으로, 주
차시설, 운영 등 주차장 우수운영사례에 대해 격년으로 선정, 시상을 하면서
주차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13) 우수사례 선정은 공
공, 민간 등 주차관련 모든 기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주차건축물, 리노베이
션 주차건축물, 노상주차, 노위주차, 주차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총 5개 부문
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최상위 3개소를 시상한다.14) 모든 상은 EPA 협회장상
으로 구성되며,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
가를 실시한다.15) 평가는 주차사업자 또는 기관이 제출한 지원서의 내용을 기
반으로 실시하며, 주차사업자 또는 기관에서는 각 평가항목에 맞추어 우수사
례 추천 후보 시설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서면 및 현장실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16) 5개의 모든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주
차장의 기능, 구조, 서비스, 운영관리 등으로 인한 효과를 평가하되, 각 부분
특성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 항목은 다르다.17) EPA Parking Awards의 세부내
용과 세부 평가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13) 유럽주차설비협회 EPA, http://www.europeanparking.eu/(2017.1.10.)
14) 유럽주차설비협회 EPA Award 2015,
http://www.europeanparking.eu/en/awards/award-archive-2015/(2017.1.12.)
15) 유럽주차설비협회 EPA Award 2015,
http://www.europeanparking.eu/en/awards/award-archive-2015/(2017.1.12.)
16) 유럽주차설비협회 EPA Award 2017,
http://www.europeanparking.eu/en/awards/epa-awards-2017/(2017.1.12.)
17) 유럽주차설비협회 EPA Award 2015 수상자 사례,
http://www.europeanparking.eu/media/1122/presentation-interparking-epa-2015-categor
y-1-markthal-car-park.pdf (2017.1.10.), 각 항목을 비교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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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유럽주차협회(EPA)에서 주차장 우수성에 대해 격년으로 수상

주관

EPA(The European Parking Association)

평가
대상

주차관련 사업자
(공공, 민간기관, 주차장 공급자, 주차장 컨설턴트 등 주차관련 모든 기관 가능)

시상
항목

신규 주차건축물, 리노베이션 주차건축물, 노상주차, 노외주차, 주차마케팅 5개 부
문으로 구분하여 평가
1) 신규 주차건축물
상황과 기능, 구조, 서비스, 운영관리 측면으로 구분
2) 리노베이션 주차건축물
개조내용, 상황과 기능, 구조, 서비스, 운영관리 측면으로 구분
3) 노상주차
- 노상주차 프로젝트 중 공공부문에 관한 내용으로, 주차장이 미치는 영향 등
프로젝트 이행효과, 성과 등의 항목을 포함
4) 노외주차
- 노외주차장 설계, 운영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효과 등의 항목을 포함
5) 주차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 주차장 마케팅, 고객과의 소통 등 주차장 운영효과, 사업홍보 등 혁신적인 우수
사례를 객관적으로 평가

평가
방법

시민단체 등 내·외부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총 15명)하여 서면 및 현장실사, 설문
조사 등으로 평가 실시

시상
내역

–
–

EPA협회상 수여

※ 2015년 평가 : 포상 13개 - 신규(3개), 리노베이션(3개), 노상주차(2개), 노외주차(3개),
주차마케팅(2개)

자료: 유럽주차설비협회 EPA, http://www.europeanparking.eu/(2017.1.10.), 웹사이트 내 세부내용을 토대로
표 정리

나. 미국 NPA Innovation Awards
미국의 경우 유럽과 비슷한 개념으로 주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주차협회
(NPA, National Parking Association)가 운영되고 있다. NPA에서는 주차산업 발
전에 이바지한 혁신적인 사람, 조직, 시설,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NPA Innovation
Awards’라는 이름으로 격년으로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 장려하고 있다.18)
총 4개 분야, 13개 평가기준에 따라 각 분야별 최상위 3식을 시상하며19),
18) 미국국가주차협회 NPA, http://weareparking.org/?page=Innovation_Awards (2017.1.10.)을 토
대로 평가항목별 세부내용 재정리

24

앞서 고찰했던 유럽과는 달리 사람, 조직, 시설, 프로젝트로 구분하는 것이 차
이점이다. 평가기준은 주차산업에 얼마나 창의적, 혁신적으로 이바지 한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20) 시상의 세부내용과 평가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개요

미국주차협회(NPA)에서 주차산업 발전에 혁신적인 역할을 한 주차 관계자에 대해
격년으로 수상

주관

NPA(National Parking Association)

평가
대상

주차관련 사업자
(공공, 민간기관, 주차장 공급자, 주차장 컨설턴트 등 주차관련 모든 기관 가능)

시상
항목

1)
2)
3)
4)

평가
방법

시민단체 등 내·외부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총 15명)하여 서면 및 현장실사, 설문
조사 등으로 평가 실시

시상
내역

NPA협회상 수여

혁신가 상 (Innovator Award)
혁신기구 상 (Innovative Organization)
혁신시설 상 (Innovative Facility)
혁신 지속가능성 상 (Innovative Sustainability)

※ 2015년 평가 : 포상 12개-혁신가(3), 혁신기구(3), 혁신시설(3), 지속가능성(3)

자료: 미국국가주차협회 NPA, http://weareparking.org/?page=Innovation_Awards (2017.1.10.), 웹사이트
내 세부내용을 토대로 표 정리

최근 3개년도 수상자를 살펴본 바, 주차산업에 이바지한 혁신가 상은 주차
장 프로젝트 수행 후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도출해 낸 사업책임자 혹은 공무
원이 수상하였으며, 혁신기구상의 경우 효과적인 변화를 도모한 팀워크가 좋
은 프로젝트팀 혹은 조직, 부서가 수상하였다.21) 공통적으로 주차장 사업으로
이뤄낸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효과를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3개년도 수상
자 세부내용은 부록을 참조한다.

19) 미국국가주차협회 NPA Award, http://weareparking.org/?awards_faq (2017.1.10.)
20) 미국국가주차협회 NPA Award 연혁 ,http://weareparking.org/?InnovationWinHistor. (2017.1.10.)
21) 미국국가주차협회 NPA Award 수상자,
http://weareparking.org/?page=2015_Innovation_Win#Frantz
http://weareparking.org/?page=2014_Innovation_Win#Ching
http://weareparking.org/?page=2013_Innovation_Win#Ballard (201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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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국 British Parking Awards
영국의 British Parking Awards는 주차전문 매거진인 Parking Review에서
시작하여 발표하는 시상으로, 영국내 주차관련 업체 및 기관의 지원으로 매년
시상하고 있다.22) 시상은 첨단 주차상, 미래 주차상, 우수고객서비스상, 주차
선도상, 주차협력상 등 17개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
하고 있다.23)
이들은 비단 주차시설이나 운영업체 뿐만 아니라, 우수한 주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주차관련 스타트업 기업 등 주차산업과 관
련한 다양한 주체를 시상의 대상24)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개요

영국 Parking review 시작주관 주차산업 발전에 혁신적인 역할을 한 주차 관계자에
대해 매년으로 수상

주관

BPA(British Parking Association)

평가
대상

주차관련 사업자
(공공, 민간기관, 주차장 공급자, 주차장 컨설턴트 등 주차관련 모든 기관 가능)

시상
항목

평가
방법

첨단 주차상
(The Intelligent Parking Award))

올해의 주차인
(Parking Person of the Year)

재개발 주차장상
(Best Car Park Refurbishment)
고객서비스상
(Exceptional Customer Service Award)

주차선도상
(The Front Line Award)
올해의 주차 팀워크상
(Parking Team of the Year)

신규주차장상
(Best New Car Park)
올해의 젊은 주차전문가 상
(Young Parking Professional of the Year)

주차 커뮤니티상
(Parking in the Community Award)
공로상
(The Lifetime Achievement Award)

시민단체 등 내·외부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총 15명)하여 서면 및 현장실사, 설문
조사 등으로 평가 실시

자료: 영국주차협회 BPA, http://www.britishparkingawards.co.uk/2018/home.php (2017.1.10.), 웹사이트
내 세부내용을 토대로 표 정리

22) 영국주차협회 BPA, http://www.britishparkingawards.co.uk/2018/home.php (2017.1.10.), 웹
사이트 내 세부내용을 번역하여 재정리
23) 영국주차협회 BPA Award, http://www.britishparkingawards.co.uk/2018/home.php
(2017.1.10.), BPA Award 각 항목별 세부내용을 번역하여 재정리
24) 영국주차협회 BPA Award 2016 수상자
http://www.britishparkingawards.co.uk/2016/winners.php (20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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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 Good parking
일본은 굿파킹이라는 명칭으로 수행된 주차장 서시비스수준 인증심사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굿파킹 인증심사 제도에서는 총 5개 분야, 51개 평가기준에
따라 주차장 서비스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각 분야는 주차장 입구, 출구, 주
차층, 주차시설 등 위치를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구성하고 있다25). 이 평가기
준은 주차구조를 평면, 입체자주, 지하자주, 입체기계, 지하기계 등으로 구
분26)하여 상이한 기준으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굿파킹 인증은 편리성, 편리성, 안전성・방범성, 신체장애자, 호스피탈리티,
환경・조경・에너지저감 총 5개의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별 세부항목으로 구
분된다.27) 편리성 부문은 22개, 안전성・방범성 부문은 11개, 신체장애자 부
문은 9개, 호스피탈리티 부문은 3개, 환경・조경・에너지저감 분야는 6개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28) 평가는 평가항목에 대해서 해당시설에 적용된 항목
을 체크하고 총 항목에 대한 체크항목의 비율에 의거하여 평가된다.

25)
26)
27)
28)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주차장정비기구(2011),
주차장정비기구(2011),
주차장정비기구(2011),
주차장정비기구(2011),

グトパキング制度における優良駐車場の認證について,
グトパキング制度における優良駐車場の認證について,
グトパキング制度における優良駐車場の認證について,
グトパキング制度における優良駐車場の認證について,

p.79
p.84-85
p.84-85
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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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통부문
1.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우수업체 선정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대중교통 운영업체에 대해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
되어 오고 있는 평가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제고 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29)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있으며, 주관주체에 따라
평가 유형과 그 대상이 구분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요

격년으로 추진하는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사업에서 우수업체를 선
정하여 시상 및 언론 홍보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교통안전공단
주관

유형
도시철도,
철도

국토교통부
장관

평가
대상

고속버스
시내
/시외버스

․

시 도지사

여객터미널

※ 2016년 평가

평가대상기관
-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
-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고속)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고속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
널 사업

․ ․ ․

- (도시철도 및 철도) 서울 대구 대전 광주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메
트로 9호선 , 인천 부산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 등 13개 업체
- (고속버스) 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운수, 삼화고속,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8개 업체
* 시외버스, 시내버스 및 여객터미널 부문은 시 도지사가 별도 평가

㈜

평가
항목

․

㈜

․

․

- 도시철도 및 철도, 고속버스 분야별로 경영 서비스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설정
- 경영평가(2개 부문-경영관리/재무건전성)
- 서비스평가(6개 부문- 공급성, 운행관리, 편의성, 신뢰성, 안전성, 고객만족), 우

29) 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http://www.kotsa.or.kr/html/nsi/rci/PTCPupulMngService.do (201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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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책
* 평가항목 지표 등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요령”(국토교
통부 훈령)에서 규정
* 시·도지사가 평가하는 시외 시내버스 및 여객터미널 분야는 조례로 경영 서비
스 평가항목을 설정

․

․

․

평가
방법

- 시민단체 등 내·외부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총 15명)하여 서면 및 현장실사, 설
문조사 등으로 평가 실시

시상
내역

- 정부포상 수여
- 2016년 평가의 경우, 정부포상 4개
* 대통령표창(1개 업체-동양고속), 국무총리표창(3개 업체-세진여객, 예산터미널,
한국철도공사)

출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2017.12.12.), 보도자료 ‘서울교통공사・금호고속・동일운수,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 선정’을 토대로 표 구성

2. 한국물류대상
한국물류대상은 한국물류협회, 국토교통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
하는 행사로 1993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물류부문 정부포상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류혁신에 노력한 기업과 개인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30)
개요

물류, 제조업 등 산업계 전반의 물류혁신 풍토를 조성하여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물류분야 종사자 격려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통합물류협회

평가
대상

물류산업 관련 기관, 업・단체, 개인
- 물류산업의 경영혁신,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과 외자 투자유치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물류 관련 기관, 업・단체와 개인
- 물류관련 신기술 개발・보급, 인력양성, 학술연구 등 물류산업의 위상 제고 등에
기여한 기관, 업・단체와 개인
- 배송체계 개선, 배송 서비스 품질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 기관, 업・단체
와 개인

30)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물류대상 개요, http://www.koila.or.kr/business/business_01.asp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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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공, 개인 3개 부문

평가
항목

기업부문
* CEO의 리더쉽과 물류경
영전략
- 회사소개(일반현황, 연혁,
조직구성, 사업부문 , 최
근 4개년 재무현황 등)
- 비전&미션, 경영이념,
사회공헌실적
- 물류경영전략(물류혁신
추진방향, 중점추진전략,
경영혁신과제 등)
* 물류혁신 기반 활동
- 정보화, 표준화, 공동화/
전략적 제휴, 자동화/기
계화, 전문화 특화 수준
(시스템, 설비현황, 전략등)
* 물류혁신 활동에 대한 성과
- 대내 외적 효과 (물류비
절감, 서비스품질개선,
기업성장/시장점유율,
고객만족도 조사 등)
* 물류산업발전 기여활동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례,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노사 간
파트너쉽, 시설 및
작업환경의 안전 활동,
특허, 표창 수상현황 등

․

공공부문
* 리더쉽과 사회적 책임
- 경영자의 리더십과 비전
:공사(단체)소개(일반현
황, 연혁, 설립목적, 비전
&미션, 경영이념, 조직구
성, 사업부문, 최근 4개년
재무현황 등)
- 사회적 책임과 공헌(사회
공헌실적 및 중 장기적
사회공헌 추진 전략 등)

개인부문
* 리더쉽
- 물류에 대한 비전과 전
문성
- 국내 및 국제적 영향력

* 물류혁신 업적성과
- 물류산업 발전과 물류혁
신 성과
- 물류정책 제도 수립에
대한 집행성과
* 물류발전 지원성과
- 물류단체에 대한 지원활
동 실적(산 학 연 관
물류 파트너쉽 강화, 유관
기관 정보제공 등)
- 물류인력양성 실적(물류
인재육성, 단체지원 등)

* 물류관련 활동경력
- 물류관련 활동 실적(세미
나, 포럼, 직무관련 자격
취득 실적 등)
- 물류인력 양성 기여도(교
육실적, 연구실적 등)

․

․

․ ․ ․

* 물류혁신 업적성과
- 물류산업 발전과 물류혁
신 기여도
- 물류정책 제도 수립에
대한 집행성과

․

* 기타 기여활동
- 수상사례 등

* 기타 기여활동
- 물류발전 촉진을 위한 기타
활동 (수상사례, 경력 등)

평가
방법

물류산업의 경영혁신, 경쟁력 제고,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인력양성 등 물류산업의
위상 제고 등에 기여한 기관, 업・단체, 개인을 추천받아 평가하여 포상
* 시상 자격기준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포장은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표창은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장관표창은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시상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15개, 장관표창 45개

자료: 한국통합물류협회, http://www.koila.or.kr/ (2016.12.20.)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016), 제24회 한국물류대상 포상계획 공고 세부내용을 토대로 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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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
교통물류체계의 발전가능성 파악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고,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
하여,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조사 및 평가체계이다.31)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적 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개요

매년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환경, 안전, 경제성 등) 평가사업에서 우수지자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총 10억원)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평가
대상

시군 단위 지자체 74개소
크게 3개 지표군(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분류, 총 11개 관리지표로 구성
지표군

1. 환경적 지표군
평가
항목
2. 사회적 지표군

3. 경제적 지표군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인구 1인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인구 1인당 도로부문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면적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GDP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인구 1인당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인구 10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자동차 1만대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대중교통수송분담률
그린교통 수송분담률
인구 1인당 도로교통혼잡비용

․

주: 2013년 국토교통부 개정 고시(제2013-99호)

평가
방법

․

- 도시규모 및 특성이 유사한 지자체를 3개 군별(특별 광역시는 ‘가’군,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나’군, 인구 30만 미만 도시는 ‘다’군)로 구분하여 평가
- 온실가스 배출량,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등 14개의 관리지표를 기준으로 평가

31) 한국교통연구원 지속가능성평가사업,
https://www.koti.re.kr/main/slzs/cntncPosblTfcvy/cntncEvl/cntncEvl01.jsp (2017.1.3.)

제3장 교통부문 우수시설․시책 평가 사례조사

31

- 평가 결과에 하위 5%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

․

※ 특별대책지역 지정
시상
내역

(법적 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
단되면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특별대책지역 지정)
조사평가 결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기준 1)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군’(그룹)별 하위 5%를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기준 2)
11개 세부 관리지표 중에서 특정지표가 3회 연속 하위 5%일 경우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특별대책지역 유효기간)
5년 동안 특별종합대책 수립 1년, 이행 3년, 평가 1년을 거쳐 특별대책지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지속가능성평가사업, https://www.koti.re.kr/main/slzs/cntncPosblTfcvy/cntncEvl/cntncEvl01.jsp
(2017.1.3.)의 세부내용을 토대로 표 구성

제3절 그 외 부문
1. 한국건축문화대상
건축문화 선도를 위해 1992년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시상으로, 건
축물 유형별 2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한다. 국토
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의 공동주최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시상행사로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32)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32) 한국건축문화대상, http://kaa.kira.or.kr/ (2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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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매년 시행 준공건축물, 계획건축물로 구분하여 작품을 접수하여 우수건축물을 선
정, 시상

주최

공동주최((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대한건축사협회

후원

LH,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평가
대상

준공건축물과 계획건축물 2개 부문으로 구분
- 준공건축물 부문
응모작품 : 2014년 5월 1일부터 2016년 5월 1일 사이에 국내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 (임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응모 불가)
응모자격 :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
축주
- 계획건축물 부문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응모자격 : 건축, 도시에 관심 있는 내 외국인

․
․
․
․
평가
항목

․

- 공유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가
- 새로운 공간적 대안이 있는가
- 이것은 변해가는 삶의 방식을 담을 수 있는가
- 준공건축물 부문 :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시상
내역

상명/시상내용
사회/공공부문
대상
민간부문
공동주거부문
(4점)
일반주거부문
사회/공공부문
본상
민간부문
공동주거부문
(4점)
일반주거부문
우수상(다수)

설계자
시공자
대통령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대통령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대통령상
대통령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국무총리상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서울경제신문사장
시상

건축주
국토
교통부
장관상
국토
교통부
장관상
공동명의

※ 수상자 트로피(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및 건축물부착용 명판(건축주) 수여

- 계획건축물 부문
대 상(1점) : 상금 5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
최우수상(3점) : 상금 2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해외건축탐방
우수상(8점) : 상금 1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입 선(20점 내외) : 상금 3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1인)

․
․
․
․

* 국토교통부장관상, 트로피

- 공로상 : 한국건축문화대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자료: 한국건축문화대상, http://kaa.kira.or.kr/ (2017.1.3.)의 세부내용을 토대로 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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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주택법에 의거,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선정 사례이며,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공동주택의 우수관리단지 모범사례를 선정한다. 평가의
대상은 공동주택이며, 3개 그룹으로 구분되어 평가기준을 토대로 공동주택 우
수관리단지 평가위원회 평가 및 현장점검을 통해 선정된다.33) 세대수에 따라
평가 대상이 3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우수단지 선정에 대한 포상은 아파트 단
지의 경우 증서 및 동판을 수여, 우수관리단지에 그 행적을 기여한 자는 표창
을 수여한다.34)
개요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모범사례를 발굴 전파

주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평가
대상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난방 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택(주상복합)

※ 제외 대상 : 기 선정 단지, 임대아파트, 임시사용승인 아파트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국토교통부 주택전설공급과)
에 의거, 평가주체인 시・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각항목을 고려하여 선정 가능
- 일반관리, 시설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에너지절감 총 4개 분야
평가분야
평가
항목
1. 일반관리분야

평가항목
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예산안 수립 및 운영현황
나. 관리비등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현황
다. 잡수입・장기수선충당금 등의 회계관리 투명성
라. 수입과 지출의 예측 가능성
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여부 및 동별 대표자 선출・구성
의 민주성
바. 동별 대표자 등의 법정교육 이수여부
사. 선거에 대한 주민 참여율 등의 민주성 척도
아. 그 밖의 공동주택 일반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13),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p.1-6
34)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13),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p.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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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 시설 유지관리
분야

3. 공동체 활성화
분야

4. 에너지절감 분야

평가항목
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노
후시설 관리
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률
라. 공동주택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와 노후
시설 개선도
마. 그 밖의 공동주택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가.
나.
다.
라.

공동체 생활에 필수적인 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
주민 자율성과 참여의식
여가생활을 위한 편익증진 시설운영 현황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통한 살기 좋은 단지
조성도
마. 그 밖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가. 에너지 사용료(량) 공개에 따른 에너지 절감관련 제도
시행여부
나. 재활용품 활용도 등 입주민의 에너지 절약 이행정도
와 활동상황
다. 그 밖의 공동주택 에너지절감과 관련한 사항

자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3),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

평가
방법

- 2010년에 도입된, 전국 시 도 자체평가를 통해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전
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
장심사를 거쳐 선정
- 평가는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수행
* 150 500세대 미만, 500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

시상
내역

- 최우수관리단지, 우수관리단지 시상
- 동판 및 증서 수여(단지), 장관상 수여(입주자대표회의)

～

～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13),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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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주차장의 우수사례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경찰청에서 주관하여 범죄예방
을 위해 안전부문에 초점을 둔 인증제도에 대한 사례가 있다. 해외 사례에서는
주차산업의 활성화 및 주차업체 또는 관련기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목
적으로 우수주차장을 선정 시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차장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의 틀
이 시설의 편의성, 안전성, 운영관리체계, 방범시설이라는 기본요소로 구성되
어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국내외에서 제시된 기준들 모두 표준화가 된 것이
아니었기에 개괄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주관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주차장이 갖는 고유의 기능에 시설 디자인과 주변 환
경과의 조화, 지역사회의 공헌성 등 사회경제적 지표도 고려하여, 평가의 기본
요소로 간주하고 있었다. 또한 단발성에 그치는 시상행위가 아닌 주기적인 홍
보활동을 통해 우수주차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 여건 상 주차장 우수성에 대해 인증하고, 확대해 나가기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표준화, 계량화 되지 못한 지표로 인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편의성, 안전성, 운영관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평가항목들을
고려한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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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평가방안 설정 기본방향
우수 주차장 선정을 위해서는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이 정해져야 한다. 평가
기준은 주차장이 제공하여야할 기능 충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차장은 우선 법적 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법적 기준의 충족여
부는 사실 평가기준에 포함될 것이 아니라, 설계 심의 및 준공단계에서 이미
점검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간혹, 공사단계에서 설계와는 상이하게 적용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주차장은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사회적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하여야 하며,
주변 지역에 긍정적 영향 (미관, 혼잡 등)을 미쳐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주차장의 고유의 기능에 중점을 두어 평가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놓고, 우리나라 주차장과 본 연구의
대상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평가기준은 전문가
및 주차산업 관계자와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항목을 결정한다. 한편, 설정된
평가항목은 수도권, 세종·대전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공영주차장 등의 주차시설 현장 조사를 통하여 적절성 여부를 진단하
였다.
평가 방법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선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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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는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정량적 수치로 산
정하는 방안과 함께, 평가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 및 우수 주차장 선정사례
후보군 선정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제2절 평가기준 선정을 위한 우수주차장 문헌 분석
우수주차장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앞서 살펴본 국내외
유사사례의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외 유사사례를 정리
하면, 국내 사례로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사
업과 해외 사례에는 유럽 EPA에서 주관하는 EPA Parking Awards와 영국의
British Parking Awards, 일본의 굿파킹 서비스 수준 인증심사를 대상으로 한
다. 유럽 EPA Parking Awards에는 여러 부문의 시상이 있는데, 본 연구와 관
련이 있는 시상항목인 신규주차건축물과 리노베이션 주차건축물의 평가기준
을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British Parking Awards의
17개의 시상이 포함이 되는데, 이중 신규 주차장상과, 재정비 주차장상, 첨단
주차장상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각 사례별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시설의 이용편리성 및 안전성을 기본으로
하되, 공공시설로서의 주차장의 사회적 기능성, 즉 주변지역과의 조화, 주차시
설 자체와 주차장 진출입 파악을 위한 시인성, 주변 교통체계로의 연계 등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항목의 구체성은 평가목적에
따라서 상이한데, 대체로 인증심사인 경우는 상세한 수준의 평가 항목을 정의
하고 있는 반면에, 우수주차시설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 평가가 가능한 수준의
설명이나 사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인증심사의 경우, 객관성 확보를 주
안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수주차시설 평가의 경우는 심사자의 전
문성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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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국내외 우수주차장 선정 평가항목 비교
구분

평가
특징

평가
기준

한국 경찰청 범죄우수예방
우수주차장

유럽 EPA Parking Awards

영국 British Parking Awards

일본 굿파킹 서비스수준 인증심사

·안전 및 방범 중심의 평가기준
으로 인증심사이라는 특성 때문
에 상세한 수준의 기준 제시

·주차장의 기능 및 공공시설로서
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평가
·평가항목에 대한 참여업체의 설
명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한 정성
적 평가

·주차장의 기능 및 공공시설로서
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평가
·평가항목에 대한 참여업체의 설
명 및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한 정
성적 평가

·이용자 관점에서 체감되는 주차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로서
인증심사의 특성으로 상세한 수
준의 평가항목 및 기준 제시

관리운영체계
·통합관제센터 운영, 비상대응/
위기관리체계, 사건, 사고의 기
록유지, 주기적 범죄위험 자가
진단 실시, 고장/노후 방법시설
의 유지관리, 층별 주차/보안요
원 상주, 체계적 순찰시스템, 방
법관련 교육 실시 등
감시
·주차장 구조, 배치, 디자인, 시설
(시각적 차폐 최소화, 진출입구
가시성, 자연채광, 진출입구와
동선의 연계성, 시설의 적절한
배치, 밝은 마감재, 사각지대 최
소화)
·조경(식재된 교목의 시각방행여
부, 유지관리 등)

신규주차장상 (New Parking
Structure)

신규주차장상(Best New Car
Park)

현황 및 기능성
·주차장 기능, 위치, 지역사회공
헌, 시인성, 도시공간, 경관에 대
한 공헌, 주차장 안내체계, 보행
접근체계
구조
·디자인 미학, 기능성 디자인(배
수, 조명 등), 설계 특징, 마감재
등
주차서비스
·주차공간설계, 교통약자 접근,
주차장내 보행접근체계, 주차
요금지불체계, 조명, 환기시설
등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는 기능을 제공
여부
·우수한 품질의 마감재 사용여부
·개발자, 설계자, 관리감독기관간
의 협동수준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
·우수한 수준의 내부시설 정비
·차량 이동동선 체계의 적절성
·차량 및 보행동선을 위한 적절
한 안내체계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출구에
대한 안내 체계

편리성
·선택 용이성 : 주차장 위치정
보 인터넷 등 미디어 공개 및
사전정보 입수 가능, 시인성,
만차/공차 상태 표시, 주차운영
안내 등
·진출입 용이성 : 입출차 문제발
생시, 연락체계, 주차권 발부/제
출의 용이성
·이동 용이성 : 진출입로 차량용
통로 (5.5m 이상, 주차장 통로
(7m 이상) 확보, 편의시설 장소
및 유도표시
·정차 용이성 : 주차면의 여유폭
확보여부
·목적지 이동 용이성 : 주변지역
지도 또는 주요시설에 대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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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경찰청 범죄우수예방
우수주차장
·조명(조도규정 준수, 사각지대
최소화, 유지관리, 균제도, 적정
한 연색성 유지 등)
·영상감시(24시간 CCTV 설치,
사각지대 최소화, 동작감지, 영
상인식 및 기록, 성능 등)
접근통제
·출입구의 최소화, 출입차단기,
번호인식시스템, 차단기 실제운
영 여부, 보행자 통제시설, 불법
침입 우려 경로 제거 등
영역성
·주차유도시스템 활용, 보행로
확보, 교통약자 주차면, 주차면
의 명확한 표시, 공간 영역별 구
획 도색 등
안내표지
·차량경로, 출구, 방향 등 표지판,
빈 주차면 표시, 범죄예방 안내
문 및 경고문 등
방법 및 안전시설
·비상벨 설치 및 안내문, 설치지점
의 시인성 확보, 과속방지시설 설
치,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 등

유럽 EPA Parking Awards
유지관리
·주차장 관리감도, 정보제공, 청
유지, 특별서비스, 환경 감소 등
리노베이션 주차장상
(Renovation Parking Structure)
개선사항
·재정비를 통해 개선된 점, 주차
장 기능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가된 새로운 구조물, 환경적
측면에서의 기여 등

※현황 및 기능성, 구조, 주차서비
스,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내용은
신규주차장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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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ritish Parking Awards

일본 굿파킹 서비스수준 인증심사

재개발 주차장상(Best Car Park
Refurbishment)

내체계, 출차시 간선도로 안내
표시, 목적지 표시 등
·회차 용이 : 주차면 및 층수 식
별용이
·출차 용이: 주차면 차량 발진시
시야확보(좌우 2대 이상), 사전
정산 가능, 다양한 요금지불체
계
안전성
·교통안전 : 인근지역 주차장 정
보 미디어 제공, 높이제한 표시,
입출차 게이트 대기공간 확보,
차량출차 경고시설 또는 유도원
배치, 출구 시인성 확보, 제한속
도, 일시정지 등 표지 설치
·방법배려 : 조도, 시야양호 및 사
각지대 배제, 감시카메라 활용
신체장애자의 편리성 및 안전성
·이용가능여부 표시, 주차면 여
유폭 확보, 다층형의 경우, 엘리
베이터 등 시설 설치, 장애인 주
차면 위치 및 음성안내 등
호스피탈리티
·관리인 응대, 주차장내 화장실

·기술적 난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방안
·인프라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계
획

※신규주차장상에서 검토하는
모든 평가 항목은 동일하게
적용

40

구분

한국 경찰청 범죄우수예방
우수주차장

유럽 EPA Parking Awards

영국 British Parking Awards

일본 굿파킹 서비스수준 인증심사
설치, 청결 유지 등
환경, 조경, 에너지 등
·환경:환기, 소음, 눈부심 등, 적
절한 유지관리, 흡연구역분리
·주변 건물과의 조화
·녹화에너지 절감 조치,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자동차이용 기여
(카쉐어링, P&R 등)

평가
방법

·각 항목별 점수부여에 의한 정
량화된 평가 방식 준용

·각 부문별 공모에 의한 지원
·서류심사를 통한 1차 대상
(Short list) 선정
·1차 대상에 대한 현장심사 및 우
수시설 선정

·각 부문별 공모에 의한 지원
·서류심사를 통한 1차 대상
(Short list) 선정
·1차 대상에 대한 현장심사 및 우
수시설 선정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로 운영
·중요 항목은 필수이며, 그 외 항
목의 60%를 충족하되, 전체 항
목 중 80% 이상이 만족된 경우
에 인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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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평가기준 선정
1. 평가기준(안) 작성
앞서 분석한 주차장 설비기준과 관련한 제도내용과 해외 우수주차장 선정기
준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주차장 평가항목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
하였다. 평가 항목들은 공공시설로서 주차장이 갖추어야할 기본적 기능으로서
의 요건을 포함한 시설의 편의성, 안정성, 기타 등의 항목으로 구분되었다.

<표 4-2> 우수주차장 평가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진출입구
차로
주차단위구획

편의성

안전성

경사로 및 노면
시인성
안내체계
주차요금지불시설
부대시설
주차장정보제공시스템
청소 및 청결관리
CCTV 설치
비상벨 설치
차량과속방지시설
사각지대 해결
범죄예방 안내문
모니터링 체제
교통약자 우선보호
관리감독
유지보수
보행자안전
조도
색채
출입보안
기타 특수 설계

평가내용
진출입구 여유폭 확보 여부
차량, 보행 진출입구의 가시성
여유공간 제공 유무
차량, 보행 진출입구와 이동 동선의 연계성
이용자 편의성을 감안한 주차구획 설계
경사로의 노면은 거칠게, 완만한 각도를 유지하여 차량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여부
주차장 식별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주차장 내 안내표지 및 안내체계 설계
첨단요금지불시스템 마련
보행자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구축 유무
주차장정보제공체계 구축 유무
위생과 청결에 대한 노력
CCTV 녹화 및 모니터링 유무
비상벨 설치, 취약장소에 경광등, 인터콤 운영 유무
주차장 내 차량과속방지시설 설치 유무
사각지대 해결 방안
범죄예방 및 비상시설 사용안내문 설치 유무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구축 유무
교통약자를 고려한 시설 설계 유무
주차장 관리감독 형태, 관리운영체계
유지관리체계
보행로 확보 여부
조명 설치, 밝은 조도 유지
주차공간/보행공간/차도의 구분
출입 제한을 통한 이용자 안전 확보 유무
특수적 상황(특수방범관리, 시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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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계속) 우수주차장 평가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지역사회 공헌

평가내용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설명

주변경관과의 조화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노력

혁신적인 기술, 운영방식

기존 기술과 차별성을 가진 혁신적인 기술 및 운영방식
기술 어떠한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 혁신을 위해 취한
노력 기술

주차장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

관리직원의 방범 관련 정기 교육, 고장 및 노후방범시
설 유지관리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

기타

고객니즈 만족을 위한 노력, 기술 확산을 위한 커뮤니
케이션 등

기타

2. 평가기준 선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우수주차장 선정기준은 민간주차사업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가급적 계량적 판단이 가능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각 평가 기
준 적용 유무 여부 등 비교적 간단한 자체평가가 가능한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 앞서 제시한 평가항목(안) 중에서 정성판단이 필요하거나, 민간 주
차사업자의 자체평가가 어려운 항목을 제외하였다. 최종 평가항목은 평가기준
(안) 검토를 통해 공공시설로서 주차장이 갖추어야할 기본적 기능으로서의 요건
과 시설의 안전성, 이용편리성,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성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였
으며, 최종 평가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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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우수주차장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진출입구 동선 체계
접근로 전방시야 확보 여부

1

진출입구의 적절성
조업차량 접근을 위한 층고 확보

주차장의
기본요건

진출입구 개수
2

주차장내
차량이동의 편리성

진출입구 회전차로의 여유폭 설계

3

주차구획면의 여유폭 확보

법적기준 이상의 주차구획면 설계(확장형 전체
설치, 이중구획선 등)

4

경사로의 안전성

경사로의 노면, 각도의 안전한 설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CCTV 설치

1

보안 및 모니터링 체계

설치된 CCTV 성능
(130만 화소 이상, 동작감지 가능 등)
24시간 CCTV 녹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유무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시설의
안전성

2

취약장소의 안전성 확보

안전취약장소에 안전시설 설치(비상벨, 경광등,
인터콤)

3

사각지대 해소

사각지대 반사경(볼록거울 또는 방범용 거울)
설치

4

방범, 안전 안내문의
적절성

범죄예방 및 비상시설 사용 안내문 설치 유무

5

보안관리 및 순찰체계의
적절성

주차장 보안관리자의 상시 배치 및 정기적
순찰업무 수행유무
비상대응, 위기관리 매뉴얼 구비 유무

6

조도 관리

적정 조도 유지 및 조명 사각지대의 최소화

7

색채 관리

범죄예방을 위한 색채관리 도입여부

8

안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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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우수주차장 세부평가기준(계속)
평가항목

평가 기준
차량동선 안내 체계

1 주차안내 체계의 적절성

보행동선 안내 체계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및 주차점유 여부 표시

2 차량 주차의 편의성

3 보행동선체계의 적절성
이용의
편리성
4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성

법적기준 이상의 주차구획면 설계
(확장형 전체 설치, 이중구획선 등)
주차장 내 보행로 확보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 유무(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교통약자용(여성, 임산부, 유아동반 가족 등) 주차면
설치 및 입구 근접성
교통약자 접근동선 BF 설계 여부

5 주차요금지불의 편리성

첨단 요금지불체계 운영
(자동번호인식시스템․차량출입차단기 통합운영 등)
다양한 지불방법 제공(무인정산시스템, 교통․․신용카드 등)

6

이용편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

1 주차장의 외관 디자인

주변 주차장과 통합운영 등 편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
주차장 시인성 확보를 위한 옥외시설물 설치 또는
디자인 여부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외관디자인 특성

2
시설의
기능성

혁신적인 기술,
운영방식

첨단 IT를 활용한 운영방식 도입
(주차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주차예약제 운영 등)
청소 및 청결유지 방안

3 유지관리기능

정기적인 관리자 교육 수행
고장 및 노후 시설의 유지관리체계

4 사회공헌

참고
지표

카쉐어링 이용활성화를 위한 전용 주차면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5 고객만족도 제고

고객 니즈 만족을 위한 노력 및 커뮤니케이션 등

1 주차장 규모

주차면적, 주차면수(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교통약자 등)

2 주차장 운영시간

전일, 야간 운휴

3 주차장 이용현황

평균주차대수, 최대주차대수, 주차회전율, 점유율

4 주차장 이용목적

상업시설접근, 공공시설 접근, 대중교통 이용 등

5 건축물 면적

부설주차장인 경우, 건축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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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평가기준의 적정성 검토
1. 평가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조사대상 선정
주차장 평가기준 도출을 위하여 국내 주차장 6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
주차장의 시설 및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조사 항목으로는 운영 및 이용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는 주차장 시설특성,
시설의 안전성, 편리성 항목을 초점으로 선정,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국내 포털사이트 일간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우수’라는 검색어
를 입력하여 세종, 대전, 충청권을 중심으로 선정, 경찰청에서 안전방범우수시
설로 선정된 2곳을 포함 총 6곳으로, 세부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4-4> 평가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대상
장소

주소
이마트 둔산점*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41

둔산라이프 종합상가

대전시 서구 둔산동 967

노은역 공영주차장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범지기마을 5,6단지*

세종시 아름동

행복코아주차장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

해피라움2

세종시 아름동

성남

분당 판교 **백화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하남

**필드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750

광주

***리조트

경기 광주시 도척면

대전

세종

* 는 2016년 경찰청 안전방범우수시설로 인증된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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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준별 시설별 현장 검토 결과
가. 주차장의 기본 요건에 대한 검토
1) 진출입구
규모가 큰 시설의 경우 진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어 차량혼재의 위험성이 줄
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진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단, 진출입구
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도 시선유도봉이나 중앙분리대로 양방향 차량의 통행을
분리하여 사고 위험성을 줄인 우수사례도 파악되었다.
<표 4-5> 주차장 진출입구 설치현황
시설명
세종 범OO
대전 이OO
성남 OO백화점
세종 해피OO
세종 행복OO
대전 둔산OOO

진출입구 설치현황
진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In/Out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을 없음
진출입구가 분리되어 있고, 전방시야가 확보되어 있음
진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 출입차시 위험 감소시킴
진출입구는 동일하지만 중앙분리대로 구분되어 있음. 하지만 입출입
구 회전차로의 여유폭이 없어 차량 혼재 발생
진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중간에 위치한 요금지불소로 인해
잠정적으로 분리되어 있음. 하지만 층을 오르내릴 때에는 중앙봉 등
으로 인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차량혼재의 위험성이 높음
출입구가 같이 있어 출 입차시 위험

․

세종 범OO

대전 이OO

성남 OO백화점

세종 해피OO

세종 행복OO

대전 둔산OOO

주: 상기 사진자료는 현장조사 수행(2016.12)시 세종시/대전시/성남시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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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진출입구는 접근 편의성에 관련되는 중요한 주차장 구성요건으로,
진출입구의 양호수준에 따라서 주차장 이용 빈도 및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차구획면의 여유폭 확보
중․대형 승용차 비율 증가에 따라 주차장 문콕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등 사회
적 문제가 잇따르고 있어 주차구획면의 여유폭 확보 여부는 주차장 이용 효율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라 볼 수 있다.
확장형 주차구획면은 관련 법에 의거, 일정 규모로 설계되어지고 있으나 법
적 확보면보다 그 수가 더 적게 설계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실정으로, 일
정규모 이상의 확장형 주차구획면 확보는 주차장의 기본요건을 이미 충족했다
고 볼 수 있기에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표 4-6> 주차구획면의 여유폭 확보 현황
시설명

주차구획면 여유폭 확보 현황

광주 OOO리조트,
성남 OO백화점

확장형 주차구획면 도입으로 주차구획의 여유폭 제공

하남 OO필드

이중구획선 표기로 주차면의 여유폭이 있음

광주 OOO리조트

성남 OO백화점

하남 OO필드

주: 상기 사진자료는 현장조사 수행(2016.12)시 광주시/성남시/하남시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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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차장 시설의 안전성
1) 보안관리 및 순찰체계
주차관리요원이 상주하고 정기적인 순찰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극소
수로, 보통의 경우 주차요금수급자 1인의 상주근무가 일반적이었다.
<표 4-7> 주차장 보안관리 및 순찰체계 현황
시설명
세종 범OO
대전 이OO
성남 OO백화점
세종 행복OO

대전 둔산OOO

대전 노은O

주차장 보안관리 및 순찰체계 현황
아파트 단지로 주차장 출입구에 안내데스크 위치, 아파트 경비원이
매일 2시간에 1번 순회
주차장 입구와 출구에 주차안내소 위치(직원 상주)하여 안내소 내에
설치된 CCTV로 차량 입출차를 관리, 음성 안내 지원
백화점 안전지킴이 직원이 상주하여 매일 1시간에 1번 순회하며, 주
차장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보안관리 수행
별도 배치된 안전요원은 없었으나, 출입구에 위치한 유인요금정산소
내 직원이 안전업무를 대신하고 있었음. 요금정산업무 수행으로 안
전업무수행은 어려운 듯 보임
차량 인식기계가 자동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출입구
에 위치한 안전 부스에는 상주하는 안전요원이 없었음. 대신 주차장
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소가 건물 4층에 위치하여, 주차장 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음
차량 번호 인식 기계가 자동으로 통제하고 있어 출입을 통제하는 안
전부스에는 상주하는 관리직원이 없었음. 공영주차장의 한계인지 주
차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용 인원도 적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 별도
로 배치된 안전요원이 보기 어려움

세종 범OO

대전 이OO

성남 OO백화점

세종 행복OO

대전 둔산OOO

대전 노은O

주: 상기 사진자료는 현장조사 수행(2016.12)시 세종시/대전시/성남시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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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보안관리 및 순찰체계는 주차장을 이용한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서, 주차장 내 범죄 발생 등 주차장 안전대책 강구의 필요한
이 시점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평가기준으로 판단된다. 보안관리 요원 상주
및 정기적인 순찰, 관리 감독 빈도, 수준은 주차장 내 절도 및 강도 등 범죄발
생과 주차시설 안전사고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사각지대 및 내외부 감시 체계
주차장 내 사각지대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사각지대 내 반사경을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하였다. 특히 자연감시가 가능한 오픈형 설계디자인을 반영함
으로써 주차장 내외부간의 상호감시가 가능한 설계가 안전성에 우수하다 판단
된다.
<표 4-8> 주차장 사각지대 및 내외부 감시체계 현황
시설명
대전 이OO, 세종 범OO,
세종 행복OO, 하남 OO필드,
대전 둔산OOO, 대전 노은O,
성남 OO백화점
대전 이OO, 광주
OOO리조트

주차장 사각지대 및 내외부 감시체계 현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반사경을 설치
주차장 내부의 경우 CCTV를 설치, 또한 주차장으로 통하는
통로는 통유리창 형태로 내외부에서 모두 잘 볼 수 있도록
설계함
자연감시가 가능한 오픈형 설계디자인을 반영

대전 이OO

성남 OO백화점

세종 범OO

성남 OO백화점

하남 OO필드

세종 해피OO

주: 상기 사진자료는 현장조사 수행(2016.12)시 세종시/대전시/성남시/하남시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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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계속) 주차장 사각지대 및 내외부 감시체계 현황

대전 이OO

광주 OOO리조트
주: 상기 사진자료는 현장조사 수행(2016.12)시 대전시/광주시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임

자동차 통행이 발생하는 주차장에서는 운전자의 눈높이, 주차된 차량 등으
로 인해 시야가 불량한 측면부분(사각지대)이 발생하게 된다. 시야의 한계로
인한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각지대 내 반사경을 설치하여 사
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이라는 시설 특성 상 주차장 내외부 상호감시가 불가능한 경우
가 많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의 구조가 완전히 벽과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설계로 되어 있어, 내외부 상호감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 감시가 가능한 오픈형 설계디자인을 반영
한 경우가 있다. 주차장 사각지대 예방 설계 및 내외부 감시체계는 주차장 이
용자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항목으로서, 주차시설의 안전성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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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도
주차공간은 밝은 조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출입구 주변이나 구석진 곳은 조
명이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범죄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자연채광을 활
용한 디자인 설계나, 전반적으로 밝은 조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
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4-9> 주차장 조도 현황
시설명
대전 이OO
세종 범OO
세종 행복OO
대전 둔산OOO
대전 노은O, 하남 OO필드,
성남 OO백화점
광주 OO리조트

주차장 조도 현황
밝고, 고른 조도 유지, 자연채광을 활용할 수 있는 오픈된 설계디
자인을 반영하고 있음
동작감지센서를 활용(동작미감지 시 낮은 조도, 감지 시 높은 조
도)으로 에너지절감효과와 함께 밝고 고른 조도를 유지하고 있음
고장으로, 유지 보수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두움
자연채광을 활용한 오픈 공간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조도가 어두움
지하주차장이지만 고장난 조명 없이 어둡거나 그늘진 곳 없이 유
지관리 되고 있음
자연감시가 가능한 오픈형 설계를 통해, 자연채광을 활용

대전 둔산OOO

세종 해피OO

세종 범OO

하남 OO필드

성남 OO백화점

광주 OO리조트

주: 상기 사진자료는 현장조사 수행(2016.12)시 대전시/세종시/하남시/성남시/광주시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자주식 주차장에 대한 최소 조도와 최
대조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세 등의 이유로 조도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며, 이용자의 안전체감도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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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 범죄발생 원인 중 어두컴컴한 주차장 조도도 문제라는 이슈도 제기
되고 있다.35) 주차장 조도유지는 이용자 안전과 연계한 항목으로, 주차장 안
전성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4) 색채, 공간 구분
차로, 보행로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색채관리 기법을 도입한 시설들이 있
다. 주차구획별 표시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노면에 정지선, 화살표 등으로 접
근을 통제하고 있다. 색채관리 기법 등의 도입은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주차장 안전성 평가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생각된다.

<표 4-10> 주차장 색채, 공간 구분 현황

하남 OO필드
주: 상기 사진자료는 현장조사 수행(2016.12)시 대전시/세종시/하남시/성남시/광주시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임

5) 방범 및 안전시설
앞서 우수사례 관련 사례 검토를 통해 살펴본 바, 경찰청에서 인증을 거쳐
방범안전시설로 취득된 주차장의 경우는 비상벨, 주차장 보안요원 등의 안전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이는 일부 시설에 그칠 뿐 대부분의 주차장은 방범시
설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5) MBC 뉴스(2015.10.03.), 인적 드문 어두운 주차장 ‘범죄 사각지대’,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82902_17821.html(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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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주차장 방법 및 안전시설 현황
시설명
세종 범OO, 대전 이OO

주차장 방범 및 안전시설 현황
비상벨 및 화재시설이 구축
비상벨이 기둥 3개당 1개씩 눈에 띄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누르
면 관리사무소와 바로 연계됨

세종 범OO

대전 이OO

하남 OO필드

주: 상기 사진자료는 현장조사 수행(2016.12)시 대전시/세종시/하남시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임

건축법에 근거, 주차장 내 비상벨 설치는 차로, 통로 등 기둥 또는 벽 등에
경비실 등과 연결된 비상벨을 25m이내 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비상벨은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한 설계로서, 비상
벨 설치 기둥 도색 차별화 등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주차장의 안전성 평가항목으로 적정하다 판단된다.

다. 주차장 시설의 편리성
1) 안내체계
동선 안내체계 및 주차점유 여부의 표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
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주차정보 안내 체계는 이용자의 편리성 확보를 통해
주차장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적정하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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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주차장 안내체계 현황
시설명
성남 OO백화점,
하남 OO필드
대전 이OO
세종 행복OO
대전 둔산OOO
대전 노은O

주차장 안내체계 현황
주차장 입구에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주차면에 주차점유등 설치되어 있음
주차장 입구에 실시간 주차정보가 제공되며, 주차공간에는 주차점유
여부가 표시되어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
차량동선 안내 표지 및 노면안내표지 없음
운전자 시각 위(천장)에 설치된 안내표지는 없고, 노면안내표지체계
만 구축되어 있으나 관리가 미흡함
노면표지, 천장에 설치된 안내표지가 구축되어 있음

성남 OO백화점

하남 OO필드

대전 이OO

세종 행복OO

대전 둔산OOO

대전 노은O

주: 상기 사진자료는 현장조사 수행(2016.12)시 대전시/세종시/하남시/성남시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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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금지불체계
상주 관리인을 두고 있는 유인 요금지불 형태도 존재하지만, 최근 현금 외
신용카드 사용가능한 정산기를 도입하고, 별도의 차량 등록 없이 신속한 주차
장 이용이 가능한 자동번호 인식시스템 도입한 사례도 있다. 무인정산시스템
운영은 이용자의 이용편의성 및 민간 주차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 기
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으로 주차장 편의성 부문 평가기준으로 적합하
다 판단된다.

<표 4-13> 주차장 요금지불체계 현황
시설명
대전 둔산OOO, 대전 노은O,
세종 해피OO
세종 행복OO, 성남 OO백화점

대전 둔산OOO

세종 행복OO

요금지불체계 현황
무인정산시스템, 신용카드 가능 요금시스템 운영
유인시스템 운영, 주차권 수령 후 관리인에게 정산

대전 노은O

세종 해피OO

성남 OO백화점

주: 상기 사진자료는 현장조사 수행(2016.12)시 대전시/세종시/성남시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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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약자 편의시설 구축
교통약자를 배려한 주차공간 설계는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건물 내 접근이 용이하도록 입출입구 가까운 곳에 주차면을 배치하
는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고려한 주차설계는 우수주차장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판단된다.

<표 4-14> 주차장 교통약자 편의시설 구축 현황
시설명
대전 이OO, 세종 범OO, 세종
행복OO, 대전 둔산OOO, 대전
노은O, 세종 해피OO
성남 OO백화점과 하남 OO필드

세종 범OO

주차장 교통약자 편의시설 구축 현황
장애인 주차공간 확보, 출구 가까이 위치
장애인 외 임산부, 여성전용 주차면도 추가 마련

성남 OO백화점

주: 상기 사진자료는 현장조사 수행(2016.12)시 세종시/성남시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임

3. 평가항목별 계량화 방안
도출된 평가기준별 평가점수는 우수, 적합, 미흡으로 구분한 점수를 부여하
였다. 평가항목의 측정 규모, 특징, 평가현실을 반영한 결과, 정량평가가 기준
이 되는 항목과 정성평가가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 구분되었다. 계량이 될 수
있는 항목(조도 등)의 경우 다소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계량이 될 수 없는
정성적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항목의 경우 우수, 적합, 미흡으로 그 기준을 제
시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최종 도출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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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1
주
차
장
의
기
본
요 2
건

3

진출입구의
적절성

주차장내
차량이동의
편리성

시
설
의
안
전 2
성

진출입구 동선 체계

・진출입구 동선 체계 우수 - 2
・진출입구 동선 체계 적합 - 1
・진출입구 동선 체계 미흡 - 0

접근로 전방시야 확보
여부

・접근로 전방시야 확보 우수
2
・접근로 전방시야 확보 적합
1
・접근로 전방시야 확보 미흡 - 0

조업차량 접근을 위한
층고높이 확보

・층고높이 2.6m 이상
・층고높이 2.6m 미만

진출입구 개수

・주차면 **면 이상일 경우 진출입구 **개 이상
・주차면 **면 미만일 경우 진출입구 **개 이상

진출입구 회전차로의
여유폭 설계

・회전차로 여유폭 8.0m 이상
・회전차로 여유폭 8.0m 미만

–
–

–2
–1

–2
–1

–2
–1
・확장형 주차구획 전체 설치 – 2
・이중구획선 설치 – 2
・확장형 주차구획 부분 설치 – 1
–2
–0
・경사로 각도 17%(직선부), 14%(곡선부) 미만 – 2

경사로의 노면, 각도의
안전한 설계

・경사로 노면, 각도의 안전한 설계 유
・경사로 노면, 각도의 안전한 설계 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CCTV 설치

・경사로 각도 17%(직선부), 14%(곡선부) 초과 - 1

–

설치된 CCTV 성능(130만 ・주차 30면 당 CCTV 1대 이상
2
보안 및
화소 이상, 동작감지 가능 등) ・주차 30면 당 CCTV 1대 미만 - 1
모니터링 체계

–

24시간 CCTV 녹화 및 ・고해상도 CCTV 카메라 운용
2
모니터링 체계 구축유무 ・규정 준수 - 1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 고해상도 CCTV: 400만 화소 이상
취약장소의
안전성 확보

–

안전취약장소에
・24시간 CCTV 녹화 및 모니터링 실시
2
안전시설(비상벨, 경광등,
・24시간 CCTV 녹화 및 모니터링 미실시 - 0
인터콤) 설치

사각지대
3 사각지대 해소 반사경(볼록거울 또는
방범용 거울) 설치
4

평가점수

법적기준 이상의
주차구획면의 주차구획면 설계
여유폭 확보 (확장형 설치, 이중구획선
등)
・미설치 - 0

4 경사로의 안전성

1

평가 기준

방범, 안전 범죄예방 및 비상시설
안내문의 적절성 사용 안내문 설치 유무

–

・주차면당 *개 시설 이상 설치
2
・주차면당 *개 시설 미만 설치 - 1

–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
2
・사각지대 반사 미설치 - 0

58

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
–

주차장 보안관리자의 상시
・범죄예방 및 비상시설 사용 안내문 설치 2
배치 및 정기적 순찰업무
・범죄예방 및 비상시설 사용 안내문 미설치 0
보안관리 및 수행유무
5 순찰체계의
・주차장 보안관리자의 상치배치 및 정기적인
적절성
비상대응,
위기관리
매뉴얼
순찰 수행
2
시
구비
유무
・주차장
보안관리자의
상치배치 및 정기적인
설
순찰
미수행
0
의
안
적정 조도 유지 및 조명
・비상대응, 위기관리 매뉴얼 있음
2
6 조도 관리
전
사각지대의 최소화
・비상대응, 위기관리 매뉴얼 없음 - 0
성
범죄예방을 위한 색채관리 ・조도 10lux 이상 유지
2
7 색채 관리
도입여부
・조도 10lux 미만 - 1

–

–

–

–
–

・조명에 의한 사각지대 최소화 우수
2
안전성 제고를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8
・조명에 의한 사각지대 최소화 적합
1
위한 노력 노력
・조명에 의한 사각지대 최소화 미흡 - 0
차량동선 안내 체계

1

주차안내 보행동선 안내 체계
체계의 적절성

–
–
・보행동선 안내 체계 우수 – 2
・보행동선 안내 체계 적합 – 1
・차량동선 안내 체계 우수
2
・차량동선 안내 체계 적합
1
・차량동선 안내 체계 미흡 - 0

・보행동선 안내 체계 미흡 - 0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및 주차점유 여부 표시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및
2
주차점유 여부 표시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및 주차점유 여부
미표시 - 0

–

이
차량 주차의
용
2
편의성
의
편
리
성
보행동선
3
체계의 적절성

・확장형 주차구획 전체 설치, 이중구획선 설치
법적기준 이상의
2
주차구획면 설계(확장형
・확장형 주차구획 부분 설치
1
전체 설치, 이중구획선 등)
・미설치 - 0

–

–

–

주차장 내 보행로 확보

・보행로 확보
2
・보행로 미확보 - 0

보행자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유무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
2
・보행자 편의시설 미설치 - 0

–

・교통약자용 주차면 설치 및 입구에 근접하게
교통약자용(여성, 임산부,
배치
2
유아동반 가족 등) 주차면 ・교통약자용 주차면 설치, 입구와의 먼 거리에
교통약자의
설치 및 입구 근접성
배치
1
4
이용 편의성
・교통약자용 주차면 미설치 - 0

–
–

교통약자 접근동선 BF
설계 여부

–

・교통약자 접근동선 BF 설계
2
・교통약자 접근동선 BF 미설계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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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
–

첨단 요금지불체계 운영
・첨단 요금지불체계 운영
2
(자동번호인식시스템 차량
・첨단
요금지불체계
미운영
0
이
주차요금지불 출입차단기 통합운영 등)
5
용
의 편리성 다양한 지불방법 제공
의
・다양한 지불방식의 요금정산기 운영
2
(무인정산시스템,
편
・다양한 지불방식의 요금정산기 미운영 - 0
교통 신용카드 등)
리
이용편리성 주변 주차장과 통합운영 등 ・이용자 편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 우수
2
성
6 제고를 위한 이용자 편리성 제고를 위한 ・이용자 편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 적합
1
노력
노력
・이용자 편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 미흡 - 0

․

–

․

–
–

–2
–0

주차장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시인성 확보를 위한 옥외시설물 설치
옥외시설물 설치 또는
・시인성 확보를 위한 옥외시설물 미설치
디자인 여부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외관디자인 우수
2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위한 외관디자인 특성
외관디자인 적합
1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외관디자인 미흡 - 0

–
–

1

주차장의 외관
디자인

2

첨단 IT를 활용한 운영방식
혁신적인 기술,
・첨단 IT 운영방식 도입
2
도입 (주차정보제공 앱,
운영방식
・첨단 IT 운영방식 미도입 - 0
주차예약제 운영 등)

시
설
의
기
3
능
성

4

–

유지관리
기능

사회공헌

・청결 유지상태 우수
2
・청결 유지상태 적합
1
・청결 유지상태 미흡 - 0

정기적인 관리자 교육 수행

・정기적인 관리자 교육 실시
2
・정기적인 관리자 교육 미실시 - 0

고장 및 노후 시설의
유지관리체계

・고장 및 노후 시설 유지관리 우수
・고장 및 노후 시설 유지관리 적합
・고장 및 노후 시설 유지관리 미흡
* 비상벨 직접 눌러 작동여부 확인

–

–2
–1
–0

–
–

카쉐어링 이용활성화를 위한 ・카쉐어링 전용 주차면 설치
2
전용 주차면 설치
・카쉐어링 전용 주차면 미설치
0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5

–
–

청소 및 청결유지 방안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2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 - 0

・고객 니즈만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등의
노력 우수
2
고객만족도 고객 니즈 만족을 위한 노력 ・고객 니즈만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등의
제고
및 커뮤니케이션 등
노력 적합
1
・고객 니즈만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등의
노력 미흡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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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평가대상
민영 또는 공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자주식 주차장36)을 대상으로 주차장
편리성 및 안전성에 대한 운영서비스 인정을 통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우수사례 선정대상은 지평식, 지하식,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한하며, 주차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설의 안전
성, 이용의 편리성, 시설의 기능성 등 주차장 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영역과 평가지표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도입되는 우수주차장 선정제도는 주차장 운영자가 주차장의 편의
성, 안전성, 운영관리 측면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
다는 점을 고려되어야 한다.

제2절 평가방법
민간부분 주차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
하고 개발된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한다. 우수주차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을
36) 자주식 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장은 안전도 확보와 성능유리를 위한 기계식주차장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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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으로 주차장의 편의성, 안전성, 운영우수성 등의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각 항목별 평가지표 및 기준 측정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우수주차장 선정은 주차장 유형에 따라,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2개 부문
의 종합 최우수시설, 안전부분 우수시설, 운영부분 우수시설로 구분된다.
우수주차장은 총 2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1차는 서면심사, 2차는
현장실사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1차 평가는 서면심사로, 1차 평가 후보군
은 3배수를 선정한다. 2차 평가는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수행한다.
각 시상별 후보군은 주차장의 기본요건 분야를 충족한 상위 30% 시설로만
선정하며, 유형별 공정한 평가를 위해 종합부문 1위 고득점자를 제외한 2, 3위
득점자는 해당 부문 후보군에 포함 가능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선정방법은 아
래와 같다.

․각 시상별 후보군은 주차장의 기본요건 상위 30% 시설로만 선정

- 최우수시설 : 총점기준 부분별 상위 3개 시설
- 안전우수시설: 안전 선정기준(시설의 안전성) 부문별 상위 3개 시설
- 운영우수시설: 운영 선정기준(이용의 편리성, 시설의 기능성 합계) 부문별 상위 3개 시설
*안전 및 운영부문 후보는 최우수시설의 후보와 중복되지 않음
(선정방법 예시)
만일, 최우수시설 2위가 안전부문에서 고득점자일 경우, 안전부문 후보군 포함 가능
만일, 최우수시설 3위가 운영부문에서 고득점자일 경우, 운영부문 후보군 포함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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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평가절차
우수주차장 선정에 따른 평가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된다.

<표 5-1> 우수주차장 선정 추진절차
추진절차

지원서 접수

업무내용

∙지원서 접수

사전검토
(총괄)

∙접수된 지원서에 대하여 사전검토 실시
- 검토항목: 지원서, 회사 홍보브로셔(있는 경우 제출)
∙총괄은 사전검토결과를 평가위원에게 제시하고 평가위원은
이를 참조하여 평가 시 반영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은 총괄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기준에 맞추어 심층
검토하여 평가시 반영
∙위원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결과서 작성
∙1차 서류심사 합격자 통보(3배수)

2차 현장심사
(총괄, 평가위원회)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현장심사 수행
∙평가항목은 동일하되, 직접 검토를 통한 심증평가
∙위원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결과서 작성

평가결과 통보

∙최종점수를 토대로 조치, 합격자 발표

우수사례 시상

∙우수사례 시상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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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2016년 말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1,803천대이다. 이중 자가용 승
용차는 16,505천대로 전체 세대수 21,353천 세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체
세대의 77.3%가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가용 승용차
가 보편화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주차현실은 상당히 암담하다고 볼 수 있
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가리지 않고, 도심지 주변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불법주차가 만연해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에서의 야간 불
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언급된 지도 수회
에 걸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주차산업의 향후 중추
전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수주차장
을 선정하여 이를 널리 홍보함으로서 주찬산업 선진화를 선도하고 나아가서는
주차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우수주차장 선정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주차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
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수주차장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방안의 핵
심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설정으로 구분된다. 평가항목을 선정하기 위하
여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사업의 인증심사
기준과 유럽, 영국, 일본의 주차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수주차시설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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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참고하여 항목을 설정하였다. 평가 방법으로는 평가대상을 구체화하였으
며,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평가 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별 배점 등을 제시
하였다. 또한, 우수주차장 선정 대상 후보군 선정을 위한 평가 방식도 구체화
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수주차
장 선정 평가방안은 향후 우수주차장 선정 사업에서 주요 평가 항목 및 방법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는데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수주차장 사례 선정방안은 실질적인 선정사업 추진
을 전제로 하며, 정책적 제언은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우수주차장 사례 선정은 민간 및 공영주
차장 사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토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여 공신력을 갖추
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 및 인력
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수주차장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한 선정
이유와 현황을 자료화 하여 국내 주차관련업체 등에 홍보하고 지속적인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주차시설의 기능 및 운영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차장과
관련된 통계자료와 함께 정책 및 우수사례를 포함하는 주차정책 및 통계의 플
랫폼으로서 기 구축된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주차시설을 우수사례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
나, 주차정책 또는 운영 프로그램도 대상에 포함시켜 주차 전반에 걸친 우수사
례를 선정하여 주차기술․운영․정책 등을 총 망라하는 우수사례 선정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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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해외 우수주차 평가기준 및 수상내역
가. 유럽 EPA 평가기준 및 수상내역
나. 미국 NPA 수상자(최근 3개년도)
다. 영국 BPA(British Parking Awards) 시상부문 및 평가항목
라. 일본 굿파킹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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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해외 우수주차 평가기준 및 수상내역
가. 유럽 EPA 평가기준 및 수상내역
1) 신규 주차건축물 부문 - 1등: Markthal Interparking (2015년)
평가기준

여건, 기능

구조

주차서비
스

주차장
운영관리

세부내용

주차장 여건

로트르담시 중심부 위치

위치(location)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상업, 업무시설등과 접근성이 높음

주차장 식별

주차장안내표시(P마크)가 뚜렷하며, 여유주차공간이 표시됨

주차장 접근(차에 대한 접근)

QR코드로 위치 안내, NFC (Near Field Communications)

도보 이용자들의 접근

중앙에 위치한 보행자 이용통로, 13명 승객이 이용가능한 여유있는
엘리베이터 용량, 자동문 구조

디자인 미학

유니크한 그림을 천장에 배치하여 주차장 미관을 향상시킴

설계, 기능성 디자인

70°주차구획, 일방향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
2개의 출입구, 출구를 운영

주차장 배치, 노선, 안내판 크기

주차장 배치, 일방향 통행 노선, 안내판도 큼

보행자 경로, 접근

보행자 출입구 차도와 분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위치,
무인정산소 운영

안전성과 보안체계 우수

LED 조명 설치, 화재, 이산화탄소, LPG등 유해물질 감지시스템 설치
무인카메라 CCTV 다수 설치

주차비 지불방법의 우수성

무인정산기 활용하여 카드지불이 가능하도록 설계

감독 및 관리

통제실에서 관리감독(운영관리자 상주)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 운영, 전자 뉴스레터 홍보 등 웹 서비스 제공

자료: 유럽주차설비협회 EPA, http://www.europeanparking.eu/en/awards/award-archive-2015/(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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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Q-Park Pré-aux-Pêcheurs (2015년)
평가기준

여건, 기능

구조

주차서비스

주차장
운영관리

세부내용

주차장 여건

성벽으로 둘러싸인 항구도시

위치(location)

항구에 가까움(Dreaming location nearby the marina)

주차장 식별

주차안내표지(P마크)가 뚜렷함 → 빠른 식별 가능

주차장 접근(차에 대한 접근)

항구 바로 옆에 차량통행로, 보행자 출입구 위치 → 접근성 편함,

도시경관과의 조화

나무식자재로 구성된 산책로 및 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
경관환경과의 융화

디자인 미학

주변경관(성벽외관)과 조화를 위해 성벽모양의 외관디자인 설계

설계, 기능성 디자인

주변경관(성벽외관)과 조화를 위해 성벽모양의 외관디자인 설계

주차장 배치, 노선, 안내판 크기

주차장 배치, 일방향 통행 노선, 안내판도 큼

안전성과 보안체계 우수

조명은 밝게, CCTV 설치, 넓은 주차반경, 일방향 통행

장애인 접근

고객 편의서비스 제공(유모차, 휠체어, 장애인 등)

주차비 지불방법의 우수성

무인정산기 활용하여 카드지불이 가능하도록 설계

감독 및 관리

관리자 상주(매일, 오전 8시~오후 10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예약서비스(온라인 예약 가능), 웹서비스 제공

자료: 유럽주차설비협회 EPA, http://www.europeanparking.eu/en/awards/award-archive-2015/(2017. 1. 12),
2015년 수상자 중 신규 주차건축물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부 록

73

- 1등: P-Hämppi (2013년)
평가기준

세부내용
핀란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혼잡한 기차역 입지,

주차장 여건

환승주차장 이용자가 많음
지리적 상업적 환경의 요구에 따라 건설(백화점, 은행, 탐페레 시내중심가)

여건,
기능

구조

주차
서비스

위치(location)

핀란드 탐페레시 Hämeenkatu거리 30m 아래에 위치

주차장 식별

선명한 안내판과 넓고 안전한 보행자 통로

주차장 접근

자동차 진출입구는 2개, 총 7개의 통행로로 설계되어 있음

도시공간, 경관과의 조화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 전용 환승주차장으로써 도심과의 연결성

디자인 미학

다양한 색상의 조명으로 주차공간 미화 및 안전성 향상

설계, 기능성 디자인

주차장 구역을 총 7가지 색상으로 코드화하여 구분

주차장 배치, 노선, 안내판
크기

선명한 안내판과 넓고 안전한 보행자 통로

안전성과 보안체계 우수
감독 및 관리

주차장
운영관리

비상시 차량방향 선회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높이와 넓이의 출입구
혁신적 화재예방
차량등록인식기능이 탑재된 실시간 운영 카메라 시스템
실시간 차량 모니터링
- 차량과 보행자를 위한 실시간 교통 동적 안내 및 최첨단 주차가능공간
안내시스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find your car’서비스 제공
- 주차예약서비스
-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
- 카페, 레스토랑

자료: 유럽주차설비협회 EPA, http://www.europeanparking.eu/en/awards/award-archive-2013/(2017. 1. 12),
2013년 수상자 중 신규 주차건축물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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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Stockmann Q-Park (2011년)
평가기준

여건,
기능

세부내용

주차장 여건

시설이용자는 헬싱키의 어느 방향에서든 Stockmann 백화점으로 진입 가능

위치(location)

헬싱키의 랜드마크인 Stockmann 백화점 주변에 위치

주차장 식별 및 접근

스웨덴(녹색), 핀란드(적색) 언어 표시, 보행로 얼룩무늬 라인으로 표시
건설단계에서 거리를 폐쇄하지 않음
디자인 미학

헬싱키시와 공동설계
넓고 높은 천장, 기둥이 없음

구조

Stockmann과 시내 중심 접근 용이
설계, 기능성 디자인

극한 겨울 날씨에도 쾌적한 내부온도 유지
고객편의와 만족위한 시설접근성 향상(엘리베이터 9개, 정산기 13개, 접근로 3곳)
선명하고 깨끗한 넓은 환경
와이드 조명 램프

안전 보안 및 조명

가열램프로 겨우내 결빙 방지

주차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 피팅, 모션 감지

서비스

연기와 일산화탄소 환기 시스템
전기자동차를 위한 무료주차 및 충전
기타특징

장애인, 전쟁참전용사 3시간 무료주차
지역기후조건을 고려한 주차면 특수코팅

주차장
운영관리

감독 및 관리
정보 및 서비스 제공

Stockmann 단골고객 특혜제공
구역 담당자와 최소 2명의 주차안내원 상주
주차장 별관이 정보센터 역할도 함

자료: 유럽주차설비협회 EPA, http://www.europeanparking.eu/en/awards/award-archive-2011/(2017. 1. 12),
2011년 수상자 중 신규 주차건축물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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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조식(리노베이션) 주차건축물 부문
- 1등: Stachus Car Park (2015년)
평가기준
개조한 주차건축물에 대한 설명

여건,
기능

세부내용
카를광장 아래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으로, 도로, 지하철 등과 연계되어 있음

위치(location)

뮌헨 카를광장 아래에 위치한 지하주차장

주차장 식별

색상과 그림으로 주차장 시인성 확보

주차장 접근
(차에 대한 접근)

차로와 보행공간 구분(보행자 안전성 높임)
차로와 보행공간 구분(보행자 안전성 높임)

주차

안전성과 보안체계 우수

주차장
운영
관리

조명밝기 및 자동 인지시스템(타이밍 조명)의 조정(엘레베이터, 주차장 내부 등)
CCTV 설치

서비스
주차비 지불방법의 우수성

무인정산기 활용

감독 및 관리

관리자 상시 근무

정보 및 서비스 제공

Contipark 자체 운영관리 매뉴얼 개발 및 24시간 고객센터 전화운영

환경적 측면

화재, 이산화탄소, LPG등 유해물질 감지시스템 설치 -> 환풍시설 완비
적은 전기에너지를 소비하는 조명등 친환경 소재 도입

자료: 유럽주차설비협회 EPA, http://www.europeanparking.eu/en/awards/award-archive-2015/(2017. 1. 12),
2015년 수상자 중 개조식(리노베이션) 주차건축물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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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Groote Markt Tongeren (2013년)
평가기준
개조한 주차건축물의 개선점

세부내용
램프추가/차량 입구의 접근성/보행자 입구의 안전성/계단 개조

주차장 식별(시인성)
여건,
기능

주차장 접근

시장근처에 주차시설 입지, 도시외곽순환도로와 접근성이 좋음
야외 노상주차공간의 감소

도시공간, 경관과의 조화

주요외곽순환도로와 주차시설이 바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도심의 교통체증 완화
도심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고객 서비스

주차
서비스
주차비 지불방법의
우수성

주차장
구조

주차 공간

새 램프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주차 공간을 혁신 전 수준의 2-3배를 확보

기타 특징

접근성과 교통흐름의 개선을 위해 주차시설 중심부에 2단계의 램프를 설치
(상층 램프: 새롭게 추가한 램프/하층부 램프: 기존 램프)

자료: 유럽주차설비협회 EPA, http://www.europeanparking.eu/en/awards/award-archive-2013/(2017. 1. 12),
2013년 수상자 중 개조식(리노베이션) 주차건축물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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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Austerlitz Car Park (2011년)
평가기준
개조한 건축물의 개선특징

세부내용
완전한 환경 친화적 개조

환경적 효과

주차도구
(지불방법)

주차
서비스

보행자 관련

주차장
구조

디자인/조명

자료: 유럽주차설비협회 EPA, http://www.europeanparking.eu/en/awards/award-archive-2011/(2017. 1. 12),
2011년 수상자 중 개조식(리노베이션) 주차건축물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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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상주차 프로젝트 중 공공부문
- 1등: areaDUM (2015년)
평가기준

세부내용

프로젝트 개요

바르셀로나, 9,000개의 주차면 확보

환경적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프로젝트 설계
목표)

공공공간 제공, 수요에 따른 공급 확충,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
제공

프로젝트 수행 시점

2013. 9 ~ 2014. 10

프로젝트 특징
프로젝트 이행효과

이용자 편의를 높인 주차 프로젝트
-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술적/환경적/이용자 측면에서 설명

자료: 유럽주차설비협회 EPA, http://www.europeanparking.eu/en/awards/award-archive-2015/(2017. 1. 12),
2015년 수상자 중 공공부문 노상주차장 계획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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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Illegal Parking Campaign (2013년)
평가기준
프로젝트 개요

세부내용
불법주차 결과의 명확한 홍보
(117개 역사, 주차장 192개소에 서로 다른 크기의 570개 표시판 설치)

환경적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불법주차저감 및 더 많은 고객들의 지불의사 확보

(프로젝트 설계 목표)

긍정적 이미지 부여

프로젝트 수행 시점

2012년 시작

프로젝트 특징

시설의 이용투명성 향상을 위한 불법주차 결과의 명확한 홍보

프로젝트 이행효과

사회적/기술적/환경적/이용자 측면에서 설명

자료: 유럽주차설비협회 EPA, http://www.europeanparking.eu/en/awards/award-archive-2013/(2017. 1. 12),
2013년 수상자 중 공공부문 노상주차장 계획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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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Integrated Parking Management (2011년)
평가기준
프로젝트 개요
환경적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
(프로젝트 설계 목표)
프로젝트 수행 시점

세부내용
좁은 보행로의 주파문제 개선
(원격제어 유압볼라드 설치, 거주민 우선순위 부여, 보행자활동 촉진)
거주민, 보행자 친화적 설계
• 다기능 액세스 허용 (주민, 제품 배달, 방문자 및 사회 복지)

프로젝트 특징

• 결합 상이한 액세스 기술 (RFID 카드, Via Verde Transponder,
원격제어)
• 완벽하게 통합 된 중앙 제어 시스템
• 도시의 대중교통 카드시스템 통합 (Lisboa Viva)

프로젝트 이행효과

접근성/교통순환/주차문제/보안/주거환경 향상

자료: 유럽주차설비협회 EPA, http://www.europeanparking.eu/en/awards/award-archive-2011/(2017. 1. 12),
2011년 수상자 중 공공부문 노상주차장 계획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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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적인 노외주차계획
- 1등: Open Data Locket - Q Park (2015년)
평가기준
프로젝트 개요

세부내용
바르셀로나, 9,000개의 주차면 확보
공공공간 제공

환경적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프로젝트 설계 목표)

수요에 따른 공급 확충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 제공

프로젝트 수행 시점
프로젝트 특징
프로젝트 이행효과

2013. 9 ~ 2014. 10
이용자 편의를 높인 주차 프로젝트
-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술적/환경적/이용자 측면에서 설명

자료: 유럽주차설비협회 EPA, http://www.europeanparking.eu/en/awards/award-archive-2015/(2017. 1. 12),
2015년 수상자 중 혁신적인 노외주차장 계획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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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Smart Parking Maastricht (2013년)
평가기준

세부내용
대상 그룹 : 레저 목적으로 자동차로 Maastricht를 방문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개요

시내 중심 또는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 시설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Maastricht의 방문자를 안내
주차 가능 여부 정보제공을 통해 더 나은 주차분배에 기여

환경적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

주차 시설 접근성 (의 인식)을 향상
주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에 대한 통찰력 습득

프로젝트 수행 시점

2012년 ~
동적 스마트 폰 앱 정보를 배포하고 주차 시설로 안내

프로젝트 특징

프로젝트 이행효과

정적 및 실시간 주차 정보를 배포
사용 가능한 주차 공간, 관세, 목적지까지의 거리. 자세한 주차 행동의 등록
: 앱 사용 및 GPS 추적
앱 사용 후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분석

자료: 유럽주차설비협회 EPA, http://www.europeanparking.eu/en/awards/award-archive-2013/(2017. 1. 12),
2013년 수상자 중 혁신적인 노외주차장 계획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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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Morelli Car Park (2011년)
평가기준
주차시설
개요
구조

세부내용
주 이용객: 쇼핑, 관광, 호텔고객 및 비즈니스 남성
나폴리 중심 지구에 71
기존의 동굴과 지어질 주차건물과의 관계에 집중 (동굴가용부분을 주차장의 외부, 도시내부공간으로 활용)
동굴 내 7층 구조, 세 개의 터널로 각 층으로 차량 접근
- 공공 주차장
• 3층 규모의 공용주차장 (차197 + 오토바이30)
• 자동차 주차 대행 서비스 1층 (63 대)

유형

• 서로 다른 색상의 주차장 바닥
- 전용 주차장
• 3층 규모의 큰 개인 차고(176)
• 큰 숫자로 개인 차고를 식별
• 전용주차장 특별 입구 제공
- 내부 서비스
• 여러 가지 지불방법 : 동전, 메모, 신용 카드, 선불카드 및 원격에서 웹을 통해 예약가능
• 고객 지원, 시내지도, 영화관, 극장, 쇼핑, 버스, 지하철 안내표시판 각 층 설치

혁신의
효과

• 다양한 빠른 추가서비스: 음료 및 스낵, 호텔의 발렛, 자동차, 제세 동기, 안티-알콜 중독자가진단,
구두수선, 보육실, 무료 우산 등
- 안전, 보안 및 효율성
• 비디오 감시카메라 160대 중앙제어실과 연결 설치
• 자동차 번호판의 검출 및 액세스 제어 시스템
• 명확한 표지판 조명
• 큰 숫자로 주차공간 식별에 용이

자료: 유럽주차설비협회 EPA, http://www.europeanparking.eu/en/awards/award-archive-2011/(2017. 1. 12),
2011년 수상자 중 혁신적인 노외주차장 계획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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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차관련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 1등: Social Customer Care* - Brescia Mobilita (2015년)
세부내용

자료: 유럽주차설비협회 EPA, http://www.europeanparking.eu/en/awards/award-archive-2015/(2017. 1. 12),
2015년 수상자 중 주차관련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부 록

85

나. 미국 NPA 수상자(최근 3개년도)
1) Innovator 부문
① Chandrea "Shawn" Frantz 최고 마케팅 경영자(2015 NPA Innovator 수상)

․최첨단 주차안내시스템(LLC(PGS))의 마케팅 부분의 총괄책임자
- 달라스 공항에 11,000센서 설치, 달라스 서부지역에 실시간 주
차시스템 제공하는 프로젝트 진행
- PGS-INDECT-AVPM-Frog parking systems(협력업체)와 공동
연구로, 주차시스템 제공을 위해 노력 중
- 호텔, 지자체, 공항, 복합건물 등의 장소에 초점(스마트 주차시스
템 도입 중)
- 고객 니즈 만족을 위해 최신 기술 혁신과 주차가치에 초점을 두
고 있는 팀의 리더

자료: 미국국가주차협회 NPA, http://weareparking.org/?page=2015_Innovation_Win#Frantz (2017. 1. 14),
2015년 수상자 중 최고 마케팅 경영자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② 프랭크칭, 산타모니카 공무원(2014 NPA Innovator 수상)

․프랭크 칭은 지난 7년 동안 산타모니카 도시 주차관리자로 다수
의 주차계획을 선도했음
․그가 2007년 산타모니카시청으로 이직을 했을 때, 변화하는 사
회여건과는 대비, 유인주차요금 지불방식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
는 등 주차정책이 노후화되었다고 생각했음
이에 그는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미래지향적 주차시
스템 도입의 선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자료: 미국국가주차협회 NPA, http://weareparking.org/?page=2014_Innovation_Win#Ching (2017. 1. 14),
2014년 수상자 중 최고 마케팅 경영자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③ Gregory Ballard 시장(2013 NPA Innovator 수상)

․2008년 취임이후, 그는 도시 변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 이
중 주차정책 변화에 초점을 둠
․도시 수익 증대, 거주자 중심 이용자 활성화, 소매업자 판매 활
성화의 3가지를 주요 목표로 하여, 다양한 주차정책을 도입한
공이 있음

자료: 미국국가주차협회 NPA, http://weareparking.org/?page=2013_Innovation_Win#Ballard (2017. 1.
14), 2013년 수상자 중 최고 마케팅 경영자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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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novative Organization 부문
①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교(2015 NPA Innovative Organization Award 수상)

․과거에는 유인 주차요금정산시스템을 인해, 최대 45분
대기시간, 175개런/1일 연료소비, 166시간 공회전 발생
․자동 번호판 인식시스템(LPR) 도입 -> gateless,
permitless 시스템 설치
-> 탄소저감효과, 이용편의성, 가격 문제 해결

자료: 미국국가주차협회 NPA, http://weareparking.org/?page=2015_Innovation_Win#Frantz (2017. 1. 14),
2015년 수상자 중 Innovative Organization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② Tampa시 주차계획팀(2014 NPA Innovative Organization Award 수상)

․미국 플로리다주 서부에 있는 도시 Tampa의 주차계획
팀은 지난 4년동안 도시가 소유한 9개 주차장에 10면을
확보하는 변화를 구현시킴
경찰장관이 장을 이루는 협력팀을 구축하여 지난 4년동
안 주차 부분의 많은 변화를 도모함
주차정책으로는 요금 감소, 주차장 안전확보(조도 개
선, CCTV 설치), 전기자동차 사용 유도 등을 위한 계획
이 포함되어 있음
경찰서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 구축이 차별성으
로, 주차장 범죄발생률을 줄이고, 안전한 주차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
․
․

자료: 미국국가주차협회 NPA, http://weareparking.org/?page=2014_Innovation_Win#Ching (2017. 1. 14),
2014년 수상자 중 최고 Innovative Organization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③ 텍사스 대학교(2013 NPA Innovative Organization Award 수상)

․텍사스 대학의 교통 및 주차서비스(TPS)
․주차시스템 도입으로, 여유주차공간 확인이 가능하고,
주차정산으로 인한 대기행렬 발생이 없어짐

자료: 미국국가주차협회 NPA, http://weareparking.org/?page=2013_Innovation_Win#Ballard (2017. 1.
14), 2013년 수상자 중 최고 Innovative Organization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부 록

87

3) Innovative Facility 부문
① 산타모니카 시내에 위치한 주차장(2014 NPA Innovative Facility Award 수상)

․2013년
설립된 산타모니카의 주차전용건축물로 총 744
면, 8개 지상층, 3개 지하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양한
색을 지닌 삼각형 모양 패널로 아름답게 디자인
되어 있으며, 국제 주차장 설계 방식에 의해 고안됨
․전기자동차
충전소 30개, 112면의 자전거 주차면이 확
보되어 있으며, 농장직거래 마켓 공간 등 편의시설을 확
있음
․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단일램프(단일차선) 시스템으로
설계하였으며, 카드결제가 가능한 무인정산시스템 등
도입
․스마트주차시스템을
시스템 도입 및 우수한 주차정책 도입 효과로 신용카드
매출 70% 증가
자료: 미국국가주차협회 NPA, http://weareparking.org/?page=2014_Innovation_Win#Ching (2017. 1. 14),
2014년 수상자 중 최고 Innovative Facility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②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주차장(2013 NPA Innovative Facility
Award 수상)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주차장
대학에서 운영되는 종합병원이 있는데 종합병원 이용
자를 위해 주차장 설계
- 1200 주차면 확보, 내진설계, 첨단 주차기술, 자연 조명
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주차장 내 안전 확보 가
능
- 디자인적인 우수성(4000여개의 알루미늄 외벽)
자료: 미국국가주차협회 NPA, http://weareparking.org/?page=2013_Innovation_Win#Ballard (2017. 1.
14), 2013년 수상자 중 최고 Innovative Facility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4) Innovative Sustainability 부문
① 로스엔젤레스 브룩필드 쇼핑몰 주차장(2013 NPA Innovative Sustainability
Award 수상)

․다양한 소매점이 모여 있는 쇼핑몰 브룩필드
․이 주차장은 총 11층으로 되어있는데, 잘못된 설계로

항상 병목현상 발생되어, 이용고객들은 쇼핑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차장에서 허비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음
친환경적 요소(배기가스 환풍 등)와 입출구의 분리 등
다양한 설계기법 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

․

자료: 미국국가주차협회 NPA, http://weareparking.org/?page=2013_Innovation_Win#Ballard (2017. 1.
14), 2013년 수상자 중 최고 Innovative Sustainability 부문 수상자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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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국 BPA(British Parking Awards) 시상부문 및 평가항목
시상부문

평가항목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계 디자인
건축 자재, 구조체 등 건축 설계 과정 직원 복지체계
보안 조치(관리자, 조명, CCTV, 벨
차량 동선, 순환경로 편리성
등)
시공비
건설 중 고려한 환경적 요인
사업투자 방법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내표지 체계
요금지불체계
기타 주차관련 상 수상이력
요금지불체계
리뉴얼한 이유, 개조한 내용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개조 기술(주차장 개조 전후 비교)
직원 복지체계
설계 디자인
건축 자재, 구조체 등 건축 설계 과정 보안 조치(관리자, 조명, CCTV, 벨
등)
차량 동선, 순환경로 편리성
건설 중 고려한 환경적 요인
시공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내표지 체계
사업투자 방법
기타 주차관련 상 수상이력
주차장에 도입한 신규 기술
개발 및 테스트, 증명과정
도입후 효과
성공적인 시행과 고객과의 피드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사례(실제 증거)

․
․․
․․
신규 주차장
․․
(Best New Car
Park)
․․
․․
․
․․
․․
개조식 주차장
․․
․․
(리뉴얼 주차장)
(Best Car Park
․․
Refurbishment)
․․
․
․
첨단지능형 주차장 ․
․․
(The Intelligent
․
Parking Award)
․
고객서비스상
․․고객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
․고객니즈 반영 사례
(Exceptional
니즈 반영을 위한 아이디어, 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
Customer Service
별화된 기술
․기타 주차관련 수상이력
Award)
올해의 젊은
․․주차산업의
주차장관련 실적
․교통관련 전문기관 활동, 기타 관련
주차전문가 상
전문가로서 지역사회/고 분야에서의 활동 실적
(Young Parking
객만족도 우수함의 실적
․․관계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명서
Professional of the ․주차관련 교육실적(전문경력 등)
기타 주차관련 수상이력
Year)
․교통관련 전문기관 활동, 기타 관련
․․주차산업의
주차장관련 실적
올해의 주차인
전문가로서 지역사회/고 분야에서의 활동 실적
(Parking Person of
․관계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
객만족도 우수함의 실적
the Year)
명서
․주차관련 교육실적(전문경력 등) ․기타 주차관련 수상이력
․교통관련 전문기관 활동, 기타 관련
주차산업 활성에
․․주차산업의
주차장관련 실적
이바지한 상
전문가로서 지역사회/고 분야에서의 활동 실적
․관계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명
(The Front Line
객만족도 우수함의 실적
서
Award)
․주차관련
교육실적(전문경력 등)
․기타 주차관련 수상이력
올해의 주차 팀워크상 ․프로젝트 수행이력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뤄낸
(Parking Team of ․프로젝트 수행효과
파트터쉽
the Year)
․리더의 리더쉽
․기타 고객만족을 위한 수행내역
주차 커뮤니티상
(Parking in the
Community
Award)
공로상
(The Lifetime
Achievement
Award)

․․프로젝트
설명
프로젝트 세부내용

․․프로젝트
수행 후 경제, 사회적 효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
․프로젝트
성과를 위해 이바지한 공
․․주차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
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 ․고객만족 및 주차문화 활성화에 기
여한 공로

자료: 영국주차협회 BPA, http://www.britishparkingawards.co.uk/2018/home.php (2017. 1. 10), 웹사이트
내 세부내용을 번역하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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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 굿파킹 인증기준37)
1) 편리성 분야 (총 22항목)
구분
키워드

장소
출발지

선택 용이
입구

평가기준
인터넷등의 미디어로 주차장의 위치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주차장 이름이 입구에 눈에 잘 띠게 표시되어 있다.
만차, 공차의 상태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입구에 눈에 잘 띠는 장소에 표시하고 있다.
주차장의 영업시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입구에 눈에 잘 띠는 장소에 표시하고 있다.
기계식의 경우, 주차가능한 차의 크기(차길이, 차높이, 차폭, 중량)을 입구에 눈에 잘 띠는 장소에
표시하고 있다.
주차요금이 입구 근처에 눈에 잘 띠는 장소에 표시하고 있다.

선택 용이

입구

2륜차의 주차가 가능하고 이용가능함을 이륜차 표시를 입구에 눈에 잘 띠는 장소에 표시하고 있다.

입출입 용이

입출구

진입 용이

입구

입출차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터폰 내지 다른 수단으로 즉시 관리자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구에서 주차권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
(주차권을 받기 위한 장소가 곡선이나 경사 상태가 아니며, 또한 우천시도 젖지 않게 되어있다)
주차면(주차매스)에 면하고 있지 않은 차량용통로(진입로,연락로, 퇴출로)의 폭이 5.5m(일방통행의
경우는 3.5m)이상 확보하고 있다.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의 장소들을 표시하는 유도표지가 알기쉽고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
어 있다.
주차면(주차매스)에 면하고 있는 차로가 일반통행으로 되어있다.
주차면(주차매스)에 면하고 있는 차로폭이 일반통행의 경우는 5.5m이상, 대면(對面)통행의 경우는
7.0m이상(보행자용통로가 없는 경우) 혹은 6.5m이상(보행자용 통로가 있는 경우)이다.

이동 용이

주차층
(駐車階)

37) 일본 주차장정비기구(2011), グトパキング制度における優良駐車場の認證について의 세부 내용을 번역하여 재정리

중요 평면
항목

입체
자주

지하
자주

-

-

입체
기계

지하
기계

무료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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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키워드

장소

정차 용이

주차층

목적지에
가는 것이
용이

장내

회차 용이

주차장내에 근처의 지도나 주변 주요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가 있으며, 주차장을 이용하는 보행자가
주차장에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다.
주차면의 번호표시나 기둥, 벽의 색구분이 되어있어 주차한 장소를 식별하기 용이하다.

주차층

적절한 장소에 알기 쉽게 층수가 표시되어있다.

주차층

주차면으로부터 차량을 발진할 때, 좌우 2대 이상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고 있다.

출차 용이

중요
입체 지하 입체 지하
평면
무료
항목
자주 자주 기계 기계

주차면(주차매스)(발렛, 파스를 포함)이 여유가 있게 넓어서 정차가 편하다.
또한 화물 등의 올리고 내리는데 용이하다.
(주차면의 경우 폭이 2.5m 이상, 길이는 5.0m이상이다.)

주차층

장내

다음
목적지로
가는 것이
용이

평가기준

●
●

-

-

-

사전 정산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

주차요금 지불이 현금 외에 프리패스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어있다.

-

출구

출구에 카드등을 삽입하는 것이 무리없이 가능한 상태이다.
(카드 등을 삽입하기 위하여 정차하는 장소가 곡선이나 경사 상태가 아니다. 또한 우천시 젖은
상태가 아니다.)

출구

출구 가까이에 간선도로의 안내표시, 목적지 표시(유도표시00방면) 등을 표시하고 있으며, 운전수
가 주차장에서 목적지에 가는 것이 용이하다.
소계 (편리성에 관한 분야에서 체크된 ○의 개수)

-

-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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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성․방범성 분야 (총 11개 항목)
구분
키워드

장소

평가기준

․

중요
입체 지하 입체 지하
평면
무료
항목
자주 자주 기계 기계

입차 시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등으로 해당 주차장 및 주변주차장을 포함한 최신의 만차
공차정보 안내를 하는 메디아에 가입하여 있다.

입구

높이 제한을 표시한 봉이나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있다.(이용자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주차장으로 입장시 입차 봉 앞에 차량 1대 분 이상의 여유 공간을 설치하고 있다.(차가 도로에서
입차 할 때 지장이 발생한 경우, 차량이 보도에 방치되어 보행자에 통행방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경우 출차 봉과 도로 사이에 차량 1대 분 이상의 완충 공간이 설치되어있다.

교통안전

출구

주차층

차량이 도로에 나올 때 보행자에게 알려주고 있다.(경고장치 설치나 유도원을 배치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을 확보)

●

출구를 입구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있다.(관리인이 차량을 유도하고 진입금지 표지를 설치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

●

제한속도, 일시정지, 보행방향 등을 나타내는 교통표지를 설치하여 주창내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차로에서는 차량이 주차장 내를 이동할 때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놓치지 않도록 밝기를 확보하고
있다.

-

-

주차면이나 이용자의 보행로에는 안전하고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밝기를 확보하고 있다.
방범배려

시설
전체

주차장내 시야를 양호하고 사각도 없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벽이나 구조물이
많아서 시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주요한 동선인 보행자출입구, 엘리베이터홀, 엘리베이터 내 등을 감시카메라 등으로 감사하고 이용
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소계 (안전성, 방범성에 관한 분야에서 체크된 ○의 개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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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장애자 등에 관한 분야(총 9개 항목)
구분
키워드

장소
입구

평가기준
신체장애자가 이용 가능함을 입구에 알기 쉽게 표시하고 있다.

자주식의 경우 신체장애자용 표지가 표시되어있는 주차면(폭 3.5m이상)은 휠체어로 승하차가 가능
주차층 하도록 하였으며, 기준값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다.
(자주식) (기준값이란 주차총대수가 200대 이하의 주차장은 2%이상, 200대를 넘는 것은 1%+2대 이상을
말함)
기계식의 경우, 다음의 어느 것에도 대응하고 있다
입출차 실내에서 휠체어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주차층
입출차실의 외측에 주차가능한 신체장애자 면이 표시되어있는 주차면(폭 3.5m이상)이 있다.
(기계식)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입출차 실내의 주차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신체장애자
위의
의 신체장애자가 주차가능한 주차면의 기준값은 주차총대수가 200대 이하 주차장은 2%,
200대를 넘으면 1%+2대 이상이다.
등의 편리성
및 안전성
여러개의 층 혹은 지하 주차장의 경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있다.
향상
신체장애자 이용가능의 표시가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다.
주차층
신체장애자용 주차면이 출입구에 가까이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②

신체장애자용 주차면이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 내 순회나 음성안내 등 적절한 관리운영
을 하고 있다.
시설
전체

통로등에 요철이나 단차, 균열이 없어 휠체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하여 휠체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대리석
이나 표면이 거칠거칠한 타일로 하여 미끄럽지 않게 하고 있다.)
소계 (신체장애자 등에 관한 분야에서 체크된 ○의 개수)

중요
입체 지하 입체 지하
평면
무료
항목
자주 자주 기계 기계

●
●

-

●

-

●

-

-

-

-

-

-

-

-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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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스피탈리티 분야(총 3개 항목)
구분
키워드

장소

평가기준

중요
입체 지하 입체 지하
평면
무료
항목
자주 자주 기계 기계

관리인의 접객대응이 적절하고 불쾌한 기분이 들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호스
피탈리티

시설
전체

주차장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청결이 유지관리하고 있다.
(바닥에 쓰레기나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며 벽에 낙서 등이 없는 상태이다.)
주차장내(주차면, 차로, 보도, 계단 등)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다.
(기둥, 바닥, 벽 등이 오염되어 있지 않으며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소계 (호스피탈리티에 관한 분야에서 체크된 ○의 개수)

5) 환경․조경․에너지저감 분야(총 6개 항목)
구분
키워드

환경

경관
녹화,
에너지절감
활동,시스템

장소

평가기준

주차장내 배기가스등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 근처지역의 배기가스, 소음,
차량헤드라이트 등의 영향에 배려를 하고 있다.(환기를 하거나 예열금지 간판 등을 설치하고 있고,
헤드라이트 감광판을 설치하는 등 근처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
시설
벽, 천장 등에 구멍 등 파손이 남아있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전체
(유지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불쾌함이 없도록 운영관리하고 있다)
주차장내 금연의자가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단, 흡연이 가능한 경우는 충분히 환기가 되는
전용 흡연공간이 설치되어있다.
시설전체나 외관이 주변 건물과 부조화되지 않게 하고 있다.
외관
(주변 건물이나 거리를 고려하여 높이, 색, 외벽 등이 부조화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다.)
시설 녹화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벽면, 옥상, 주차부지내, 지하주차장의 지상부 등의
전체 녹화 등이나 태양발전의 활용, LED조명,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등을 하고 있다.)
활동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자동차이용방법,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주차장이다.
,시스템 (카쉐어링, 파킹앤라이드 등을 실시)
소계 (환경·조경. 에너지 저감에 관한 분야에서 체크된 ○의 개수)

중요
입체 지하 입체 지하
평면
무료
항목
자주 자주 기계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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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criteria for best practices of private parking
and a pilot implementation plan

․Junguk PARK․Sojeong KANG

Kyounga PARK

It is important that the private sector should expand its role to solve
the parking problem in our country. This study aims to provide
assessment criteria amd methods to select parking best practices as a
way to promote the parking industry. Selection of parking best practices
has become common in other countries such as US, Uk and Europe
and other areas in Korea such as architecture, housing and employment.
Sharing best practices with the parking industry is expected to make
parking facilities more advanced and therefore, promote parking
industry which is significantly important to solve parking problems in
Korea.
In this study,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concerning selection
of best practices related to parking facilities and operations of such
facilities are reviewed. The review results are used to build a draft of
assessment criteria to select parking best practice considering parking
facilities only. The primary assessment criteria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Korean situation and acceptability in park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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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jor assessment criteria include fundamental conditions, safety,
convenience and functionality. The assessment items are following; The
criteria for the fundamental conditions include well-designed entrance
and parking lots, which effect drivers’ convenience. The assessment
items for safety are security and monitoring system, solutions of blind
areas and brightness, while the criteria for convenience contain parking
information system, payments and pedestrian path design within parking
facilities. Functionality is evaluated by how well parking is design in
terms of drivers’ recognition and collaboration with environment and
which innovative technologies are applied for effective operations.
Other assessment items which are not mentioned above are presented
in Table 4.2.
Assessment criteria are quantified by scores for evaluation. In
addition, an evaluation method for selecting the candidate groups to
select the best parking lots is specified to suggest a method that can
be applied in practice.
The assessment criteria and methods for parking best practice
present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the basis for guidance
on major assessment items and methods for the future good park
selec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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