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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 the present, planning and installation of parking space sections and lane width ar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allation standard and parking lot structure by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Parking Act. While large and RV (Rec-

reational Vehicle) vehicles have increased in number recently, parking is complex with improper installation standards. It

causes serious problems, including vehicle vandalism, increased civil complaints, travel inconveniences for parking lot users,

management and maintenance issues for parking lots, and so forth. The study, therefore, determined that the practical and

appropriate realignment of parking unit adjustment and lane width regulations are essential. The study conducted prior review

on domestic parking sections and change cases of composition by vehicle types, including the component ratio of domestic and

foreign vehicles, width of vehicle by types in order to examine the parking problems that account for a increasing social issues,

and provided parking plan methods by types of vehicle, as well as reform and reaction plans for parking unit adjustment and

lane width considering security and smooth traffic flow.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between estimated installation of park-

ing space and lane width and internal and external cases, the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that considers expenses and con-

venience of a driver. Also, it shows installation of parking space that considers traffic safety, improvement of lane width, and

parking way depends on vehicle types. By providing estimation for parking planning and parking planning methods that secure

safe and smooth traffic flow within a parking lot, the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mproved alternatives for

cost-effective traffic safety and set-up structure, including installation standards of parking 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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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현재 주차장 내 주차단위구획과 차로너비 규정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주차장 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계획설

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RV차량 및 대형승용차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의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으로는 주차

시 발생하는 차량훼손 민원, 주차장 이용자의 통행불편, 주차장 유지·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실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과 차로너비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최근 증가하는 국내·외 RV차량 및

대형승용차의 차량제원, 최소 회전반경, 주차시 운전자 주행행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산정하였다. 산

정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국외 사례와 비교·분석한 후, 기존보다 확대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이용하여 주

차시 운전자의 편의성 및 비용적 측면을 고려한 최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통안전을 고려한 주차단위구획과 차

로너비의 개선방안, 그리고 차종별 주차계획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차장 내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을 도모한 주차계획단위

산정 및 주차계획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주차장의 구조, 설치기준의 정립과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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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08년 국내에 자동차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100여 년

동안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가 기틀을 다지면서 지속적

인 보급이 이루어진 결과, 국내 자동차등록대수가 1,804만대

(2011년 1월 기준)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2년

도 한 해 동안에만 8.0%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충

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등록대수의 증

가와 더불어 RV차량 및 대형승용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

만 부적합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해 주차 시 차량훼손으로

인한 민원증가, 주차장 이용자의 통행불편, 주차장 관리 및

유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는 현실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과 차로너비 규정의 재정

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회문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차문제를 국내·외 차종별 구성비, 차종별 차폭 및

길이에 대한 조사와 국내 주차구획 및 차종별 구성비 변화

사례 등을 선행 검토하고, 교통안전을 고려한 주차단위구획

과 차로너비의 개선방안, 그리고 차종별 주차계획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① 주

차장 관련 법규를 고찰하고, 국·내외 주차단위구획 및 차

로너비의 현행 기준들을 검토하였다. ② 차량 등록현황 및

제원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차 문제점 및 주차시 운전자

주행행태를 현장 조사하였다. ③ 국내·외 차종별 구성비,

차종별 차폭 및 길이를 고려하여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

를 산정하고, 산정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외국사례

와 비교·분석하였다. ④ 교통안전을 고려한 주차단위구획과

차로너비의 개선방안과 차종별 주차계획 방법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인 연구수행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1.3 연구의 범위

차종별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산정하고, 교통안전을

고려한 주차계획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공간적 범위를 광주

광역시 내 공동주택, 백화점 및 유통시설의 주차장 주차형식

중 직각주차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로 2000~2009년까지 차량의 등록현황 및 제

원관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주차 문제점 및 주차 시 운전

자 주행행태에 대해 2007~2009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 기존 연구문헌 고찰

2.1 주차장 관련 법규

주차장 설치에 영향을 주는 주차단위구획은 최초 외국의

기준인 2.5×6.0m를 적용하였으나, 국내 자동차의 제원을 고

려하여 현재는 2.3×5.0m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주차 1대

단위구획 변천사는 표 1과 같다.

차로너비도 주차단위구획의 변화와 더불어 통로 폭이 줄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차로너비는 2.5m 이상으로 하되 주차형태에 따라 3.0~6.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로너비의 변천사는 표 2와 같다.

2.2 주차 계획단위 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2.2.1 주차장 계획단위

주차는 차량이 지정된 주차구획에 정차하여 운전자가 차에

서 내리는 일련의 행동이다. 그러므로 주차단위구획에서 가

장 중요한 부분은 주차 자체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와 주차

그림 1. 연구수행 흐름도

표 1. 주차 1대 단위구획 변천

변경 기준일 일반 주차 평행 주차 비고

1971. 12. 31 2.5×6.0m 2.5×7.5m

1988. 02. 29 2.5×5.5m 2.5×7.0m

1990. 12. 24 2.3×5.0m 2.3×6.5m

1995. 08. 05 2.3×5.0m

2.0×6.0m

(주거지역으로 보
도차도가 없는 경
우 2.0×5.0m)

장애우 주차장
3.3×5.0m

2004. 02. 07 2.3×5.0m

2.0×6.0m

(주거지역으로 보
도차도가 없는 경
우 2.0×5.0m)

경차
①일반:2.0×3.5m
②평행:1.7×4.5m

2007. 06. 28

(입법예고안)

2.3×5.0m

(노외주차장 확장형
2.5×5.1m 20%

이내 자율 적용)

2.0×6.0m

(주거지역으로
보도차도가 없는
경우 2.0×5.0m)

경차
주차면 확장
①일반:2.0×3.6m

표 2. 차로너비 규격의 변천

변경 기준일 출입구 수
주 차 형 식 (m)

평행 직각 60o대향 45o대향 교차

1976.06.21
1개소 5.0 7.6 6.0 5.0 5.0

2개소 이상 3.5 7.6 6.0 4.7 4.7

1979.08.04
1개소 5.0 7.6 6.4 5.5 5.5

2개소 이상 3.5 7.6 6.4 3.8 3.9

1990.12.24
1개소 5.0 6.0 5.5 5.0 5.0

2개소 이상 3.3 6.0 4.5 3.5 3.5

2007(현재)
1개소 현 행 유 지

2개소 이상 현 행 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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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반되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동선을 기본요소로 이해하

고 주차단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2.2.2 주차 계획단위

병행주차 형식일 경우 일방향 주차에 해당하므로 주차계획

상에서는 차체길이만을 검토하면 되고, 병렬주차 형식일 경

우 차로 방향과 주차 폭 방향의 2방향의 길이 및 폭의 검

토가 필요하다. 2방향의 길이는 상호 관련된 수치이면서 상

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차로폭이 좁으면 넓은 주차

폭이 필요하게 되고, 대당 수납면적을 적게 하려면 차로폭을

넓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주차에 필요한 면적은 주차각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차체궤적의 확장폭(m)에 따라 산정되

는데 식 (1)과 같다. 참고로, 식 (1)은 30o 이하의 주차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주차장 계획의 기

본적 형식으로써 중앙으로 차로를 좁혀 양측으로 주차하는

경우의 치수를 검토하면, 주차 계획단위는 ‘주차실+차로+주

차실’로 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전진주차 (1)

: 후진주차  (2)

그림 2의 주차 계획단위의 표준제원을 표 3과 같이 제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2.3 외국의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

2.3.1 미국

2.3.1.1 주차단위구획

미국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행, 30o, 45o, 60o, 직각주차 방

식으로 되어 있고, 주차면의 규격은 주차방식에 상관없이

2.7×5.5m(14.9m2)이다. 단, 미국의 주차방식은 30o 주차방식

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종류가 동일하다.

2.3.1.2 차로너비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주차장 내 차로너비는 한국

에 비해 넓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미국의 주차환경이 우리나

라에 비해 유리한 면도 있고, 미국의 국토면적과 차량크기가

우리나라보다 크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2.3.2 프랑스

프랑스의 주차단위구획은 우리나라와 주차구획이 비슷하거

나 조금 넓게 설계되어 있으며, 주차단위구획은 표 5와 같다.

2.3.3 일본

2.3.3.1 주차단위구획

일본의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대상 차량에 따라, 표 6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2.3.3.2 차로너비

주차구획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후진회전 등이 행해지는

차로(이하「차실에 면한 차로」라고 한다)의 폭은 표 7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수치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공간의

Aw 7 4sinθ 8cosθ–+=

Aw' 8 2sinθ– 3cosθ–=

그림 2. 주차 계획단위

표 3. 주차장 표준제원

주차
구획폭
w(m)

주
차
각

주차
방식

차로폭
Aw
(m)

차로의
직각방향
주차폭
 Sd(m)

차로의
평행방향
주차폭
 Sw(m)

계획
주차
깊이D

Aw＋2Sd

1대당
주차
소요면적

A(m2)

2.30

30o 전진 4.00 4.50 4.60 13.00 29.90

45o 전진 4.00 5.10 3.25 14.30 23.20

45o교차전진 4.00 4.30 3.25 12.70 20.60

60o 전진 5.00 5.45 2.70 16.00 21.60

60o 후진 4.50 5.45 2.70 15.50 20.90

90o 전진 9.50 5.00
2.30

*(3.30)
19.50

22.40

*(32.20)

90o 후진 6.00 5.00
2.30

*(3.30)
16.00

18.40

*(26.40)

*( )장애우용 : 일반주차장에 병설되는 지체장애우용의 주차단위

구획은 폭 3.3m, 길이 5.0m 이상으로 한다.

*설계차량 W1.7 × L4.7(m)의 경우에 해당한다.

표 4. 미국과 한국의 주차장 차로너비 비교

 주차각
국가

30o 45o 60o 90o 

미 국 3.0 3.6 4.9 7.9

한 국 - 3.5 4.5 6.0

표 5. 프랑스의 주차단위구획

구 분 구)공항 드골공항 라데팡스 환승 오페라거리

주차단위
구 획

2.44
×5.23m

2.4
×5.3m

2.25
×5.25m

2.3
×5.0m

표 6. 일본의 주차단위구획

대상차량 길이(m) 폭(m)

경 차 3.6 2.0

소형승용차 5.0 2.3

보통승용차 6.0 2.5

소형화물차 7.7 3.0

대형화물차 또는 버스 13.0 3.3

표 7. 일본의 차로너비

차 량

바람직한 수치(m) 부득이한 경우 수치(m)

보행자로 
없음

보행자로 
있음

보행자로 
없음

보행자로
있음

경차

7.0 6.5 5.5

5.5(양방통행)

소형승용차 -

보통승용차 5.0(일반통행)

소형화물차 7.5 7.0 6.5 6.0

대형화물차/버스 13.0 12.5 11.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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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등에 의해 그럴 수 없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수치까지 축소될 수 있다.

2.4 설계기준자동차

2.4.1 주차장의 설계기준자동차

주차장에서 설계기준자동차를 결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점

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피크시 가장 영향을 주는 차종을 설계기준자동차

로 한다.

② 주차장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질서있는 주차

를 기대하기 위하여 과대한 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설계기준자동차에는 장래 자동차 치수의 변화는 고려하

지 않는다(노면표시나 교통섬은 추후라도 변경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2.4.2 설계기준자동차

도로상을 주행하는 차량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

들을 대표하여 세 가지 형태의 설계기준자동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종류별 제원에 대해서는 표 8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

2.4.3 설계기준자동차의 최소 회전반경

설계기준자동차의 최소 회전반경은 속도 15km/h 이하에서

측정한 값으로 바퀴내측 반경과 외측반경이 다르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최소 회전반경은

외측바퀴의 회전반경을 말한다. 최소 회전반경에 있어서 소형

자동차의 최소 회전반경은 현재 운행 중에 있거나 장래에 운

영하리라고 예상되는 자동차의 회전반경 중 최대치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또한 설계기준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

차종 중 중형차동차에 해당하며, 경형자동차의 최소 회전반경

은 5.5m이다. 소형자동차의 회전반경은 그림 3과 같다.

3.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본 장에서는 국내·외 차종별 구성비, 차종별 차폭 및 길

이 등 차량의 등록현황 및 제원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차

시 운전자 주행행태를 조사하였다.

3.1 국내·외 차종별 제원 자료수집

3.1.1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종류는 규모별, 유형별로 나눌 수 있지만, 주차

장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대부분 승용차이다. 또한 주차장을

계획·설계할 경우 자동차의 제원에서 차체치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른 성능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승용차 크기

에 의한 분류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차로부터 대형

차까지 4종류로 구분되어진다. 또한, 이들 차량의 제원은 본

연구의 목적인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 규정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참고로, 표 10과 표 11은 국내외

주요 승용자동차의 제원을 제시한 것이다.

표 8.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

 제원(단위:m)

자동차별
폭

높 
이 

길 
이

축간
거리

앞
내민
길이

뒷
내민
길이

최소
회전
반경

소형자동차 1.7 2.0 4.7 2.7 0.8 1.2 6.0

대형자동차 2.5 4.0 13.0 6.5 2.5 4.0 12.0

세미트레일러 2.5 4.0 16.7 앞축거 4.2
뒷축거 9.0

1.3 2.2 12.0

주 1. 앞내민길이 : 차량의 전면으로부터 앞바퀴 축의 중심까지

의 거리를 말한다.

주 2. 뒷내민길이 : 뒷바퀴 축의 중심으로부터 차량의 후면까지

의 거리를 말한다.

주 3. 축거 : 앞바퀴 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 축의 중심까지

의 거리를 말한다.

그림 3. 소형자동차의 회전반경

표 9. 승용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구분 정의 명칭
분류

기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10인

이하

운송에

적합

일반형 배기량
800~1000cc

미만

1500cc

미만

1500~2000cc

미만

2000cc

이상

승용차겸 

화물형
크기

①길이

②너비

③높이

크기

①3.5~ 

3.6m

②1.5~ 

1.6m

③2.0m

이하인 것

①4.7m

②1.7m

③2.0m

이하인 것

①②③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①②③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것

다목적형

기타형

표 10. 국외 주요 승용자동차 제원표

차
종
구분 생산업체 차명

배기량
(cc)

높이
(mm)

전장
(mm)

전폭
(mm)

국

외

대형 아우디 A8 4,200 1,450 5,055 1,894

대형 BMW 750i 4,800 1,492 5,039 1,902

대형 캐딜락 DTS 4,600 1,465 5,275 1,900

대형 크라이슬러 300C 5,700 1,500 5,015 1,880

대형 렉서스 LS430 4,300 1,490 5,015 1,830

대형 벤츠 S350L 3,500 1,475 5,210 1,870

대형 BMW 750Li 6,000 1,492 5,169 1,902

대형 재규어 XJ3.0 3,000 1,450 5,090 2,108

대형 벤츠 E280 3,000 1,450 4,820 1,820

RV대형 포드 익스플로어 4,000 1,755 4,840 1,880

RV대형크라이슬러그랜드보이져 3,400 1,755 5,120 1,995

RV대형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400 1,865 4,950 1,955

RV대형 혼다 CR-V 2,400 1,710 4,615 1,785

평 균 4,100 1,565 5,023 1,911



第31卷 第6D號 · 2011年 11月 − 759 −

3.1.2 승용차의 변화추이 현황

2000년 자동차등록대수가 1,206만대에서 2009년에는

1,733만대로 약 500만대 증가하였다. 표 12는 연도별 자동

차등록대수를 나타내었고, 표 13은 승용차에 대한 규모별 변

화추이를 제시하였다.

3.1.3 차량의 최소 회전반경

최소 회전반경은 자동차의 핸들을 최대로 회전시킨 상태에

서 선회할 때 바퀴가 그리는 동심원 중 바깥쪽 반경이며,

최소 회전반경이 작은 차일수록 좁은 도로에서 차량이동이

편리하다. 대형차 및 RV대형의 최소 회전반경은 표 14와

같다.

3.2 주차시 운전자 주행 행태조사

주차에 있어서는 전진주차와 후진주차로 나뉜다. 운전자들

모두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차를 하게 된다.

실제 현장조사 결과, 운전자들은 후진주차를 더 선호한다.

후진주차의 경우 주행하고 온 차량은 한번 정지하고, 핸들을

꺾으면서 후진하여 주차위치를 유도한다. 즉, 후진으로 주차

실에 들어가며 앞부분을 차로 측으로 하여 주차하는 방식이

며, 출차시에는 그대로 주행에 옮기면 된다. 주차의 경우 “원

핸들”로 격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출차시 차량이 들

표 11. 국내 주요 승용자동차 제원표

차
종
구분 생산업체 차명

배기량
(cc)

높이
(mm)

전장
(mm)

전폭
(mm)

국

내

대형 현대자동차 EQUUS 3,800 1,480 5,120 1,870 

대형 현대자동차 GRANDEUR TG 3,400 1,490 4,895 1,865 

대형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3,800 1,480 4,975 1,890

대형 기아자동차 OPIRUS 3,000 1,485 5,000 1,850 

대형 쌍용자동차 CHAIRMAN 3,200 1,465 5,135 1,825 

대형
르노삼성
자동차

SM7 3,400 1,475 4,945 1,790 

중형 기아자동차 LOTZE 2,000 1,480 4,755 1,820 

중형 현대자동차 SONATA 2,400 1,475 4,800 1,830 

중형
GM 

DAEWOO
TOSCA 2,500 1,450 4,805 1,810 

중형
르노삼성
자동차

SM5 2,000 1,475 4,895 1,785 

중형 현대자동차 NF SONATA 2,400 1,475 4,800 1,830 

소형 기아자동차 CERATO 1,600 1,470 4,510 1,760

소형
GM 

DAEWOO
LACETTI 1,600 1,445 4,515 1,725 

소형 현대자동차 AVANTE 1,600 1,480 4,505 1,775 

소형
르노삼성
자동차

SM3 1,600 1,450 4,510 1,710 

소형 현대자동차 베르나 1,600 1,470 4,280 1,695

경형
GM 

DAEWOO
MATIZ 800 1,500 3,495 1,495 

경형 기아자동차 비스토 800 1,495 3,495 1,495

경형 현대자동차 아토즈 800 1,615 3,495 1,495

경형
GM 

DAEWOO 티코 800 1,395 3,340 1,400

RV대형 기아자동차
GRAND 

CARNIVAL
2,900 1,780 5,130 1,985

RV대형 쌍용자동차 로디우스 2,700 1,820 5,125 1,915

RV대형 쌍용자동차 렉스턴 2,700 1,865 4,735 1,890

RV대형 쌍용자동차 무쏘 2,900 1,735 4,660 1,865

RV대형 기아자동차 쏘렌토 2,700 1,725 4,590 1,885

RV대형 현대자동차 갤로퍼(7인승밴) 2,500 1,900 4,675 1,770

RV대형 현대자동차 NEW SANTA FE 2,200 1,725 4,675 1,890

RV대형 현대자동차 베라크루즈 3,000 1,750 4,830 1,945

RV대형 현대자동차 TERRACAN 2,900 1,795 4,765 1,860

RV중형 현대자동차 TRAJET XG 2,000 1,710 4,695 1,840

RV중형 기아자동차 NEW CARENS 2,000 1,600 4,450 1,730

RV중형 대우자동차 윈스톰 2,000 1,720 4,635 1,850

RV중형
GM

DAEWOO 레조 2,000 1,630 4,350 1,755

RV중형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2,000 1,655 4,430 1,735

RV중형 현대자동차 투싼 2,000 1,680 4,325 1,800

RV중형 쌍용자동차 엑티언 2,000 1,740 4,450 1,880

평 균 2,267 1,594 4,580 1,776

그림 4. 국내 대형차 및 다목적차량 제원

표 12. 자동차 증가 추이 비교

년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대수(만대) 1,206 1,291 1,395 1,459 1,493

연 증가(천대) 896 855 1,035 637 347

연 증가(%) 8.0 7.8 8.0 4.6 2.4

년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대수(만대) 1,540 1,590 1,643 1,679 1,733

연 증가(천대) 463 499 533 366 531

연 증가(%) 3.1 3.2 3.4 2.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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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온 궤적대로 나가면 되는데, 실제로는 과도한 운전조작으

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5는 출차시 주행행태(후

진주차의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4. 차종을 고려한 주차 계획단위 산정 및 개선방안

제시

본 장에서는 국내·외 차종별 구성비, 차종별 차폭 및 길

이를 기초로 하여, 교통안전을 고려한 주차단위구획과 차로너

비를 산정하고, 국외의 사례와 비교·분석한 후 이에 따른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수행 방법론은 그림 6과 같다.

4.1 차종을 고려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 산정

4.1.1 주차단위구획 산정

주차 1대의 주차크기의 주차단위구획을 결정하기 위한 조

건은 다음과 같다.

① 차량은 최대폭 × 최대길이인 직사각형이라고 간주한다.

② 도어의 개폐치수는 약 60~80cm이다. 도어를 열어 인접

한 차나 벽을 손상시키는 일 없이, 다소의 짐을 갖고 출

입할 수 있는 폭으로는 약 80cm를 필요로 한다. 몇 대

가 병행하여 나란히 주차하고 있는 경우나 중형차, 소형

차가 혼재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1대당 60cm까지 적게

하여도 좋다.

③ 주차실 즉, 주차부분의 유효높이는 주차방법에 의해

2.1m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일반 승용차의 차체높이는

1.45~1.9m까지이고, 해마다 차체는 낮게 되는 경향이므

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표 14. 대형차의 최소 회전반경

구 분 차 종 최소 회전반경(mm)

대형

EQUUS 6,100

GRANDEUR TG 5,600

오피러스 5,500

체어맨 5,400

RV 대형

렉스턴 5,600

그랜드카니발 5,700

쏘렌토 5,500

테라칸 5,600

무쏘 5,700

산타페 5,400

전체평균 5,617

표 13. 승용차 규모별 변화 추이

년도
규모

'00년
비율
(%) '01년

비율
(%) '02년

비율
(%) '03년

비율
(%) '04년

비율
(%) '05년

비율
(%) '06년

비율
(%) '07년

비율
(%) '08년

비율
(%) '09년

비율
(%)

경형
(1,000cc미만)

664 8.2 713 8.0 736 7.6 741 72 753 7.1 760 6.8 757 6.5 768 63 937 7.5 1,024 7.9

소형
(1,500cc미만)

6,436 42.5 3,325 37.4 3,222 33.1 3,040 29.6 2,816 26.5 2,630 23.6 2,441 21.0 2,241 18.5 1,930 15.5 1,746 13.4

중형
(2,000cc미만)

2,265 40.4 3,816 42.9 4,349 44.7 4,748 46.2 5,064 47.7 5,493 49.4 5,907 50.9 6,354 52.5 6,703 53.7 7,117 54.6

대형
(2,000cc이상)

718 8.9 1,035 11.6 1,430 14.7 1,750 17.0 1,988 18.7 2,240 20.1 2,502 21.6 2,737 22.6 2,914 23.3 3,137 24.1

계 8,083 100.0 8,889 100.0 9,737 100.0 10,279 100.0 10.621 100.0 11,123 100.00 11,607 100.0 12,100 100.0 12,484 100.00 13,024 100.0

그림 5. 출차시 주행행태(후진주차의 경우)

그림 6. 연구수행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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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의 경우 차체가 클 뿐 아니라 그 호일 베이스가 길

게 되며, 또한 차체 폭도 넓어서 최소 회전반경이 증대하여

폭도 크게 필요하게 된다. 이 때문에 소정의 차량조작으로는

주차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사태를 악화시키고,

원활한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주는 가능성에 직결된다. 추영

수(2008)는 차체치수에 대해 치수의 평균값에 의하지 않고

최대치수를 사용하였으며, 금후의 전망을 가미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적용대상 차량을 표

15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15에서 제시한 차량의 제원 중

전장은 캐딜락차량을 적용하였고, 전폭은 재규어차량을 적용

하였다. 적용한 차량의 제원을 가지고 그림 7에서와 같이

주차단위구획을 산정하였다.

4.1.2 차로너비 산정

주차는 주차위치에서 이탈 주행하여 나갈 때까지의 동작도

포함하여 고려되기 때문에, 출차 진행시 불편함이 없어야 한

다. 그러나 실제 현장조사 결과, 출차시 차량의 대형화로 차

량의 제원 및 회전폭이 커짐에 따라 차량의 긁힘이 많이 발

생하였다. 그 결과, 긁힘 등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차로너

비 결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차량이 주차시가 아니라 출차시를 고려한다.

② 차량의 궤적이 “후진주차”와 “후진주차 후 출차시”의 경

우 같다고 가정한다.

③ 핸들을 바꾸어 조금씩 몇 번 전진·후진하여 주차위치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원 핸들”로 이탈한다.

대형차의 경우 차체가 클 뿐만 아니라 그 호일 베이스가

길게 되고, 차체 폭도 넓어서 최소 회전반경이 증대하여 폭

도 크게 필요하다. 이 때문에 소정의 차량조작으로는 주차가

곤란하게 되는 사태를 야기하게 되고, 원활한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차체치수에 대해서 분류치수에

속하는 치수의 평균값에 의하지 않고 최대치수를 사용하도

록 하였다. 또한 운전자의 주행행태 및 차량의 앞 오버행과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표 16과 같이 차로너비를 분류하였다.

표 14와 같이 회전반경이 가장 큰 에쿠스를 적용하였고, 출

차시 운전자의 주행행태 및 차량의 앞 오버행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적용한 차량의 제원을 가지고 그림 8과 같이

차로너비를 산정하였다.

4.2 국외 사례와 비교·분석

표 17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의

규격을 외국의 기준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17과 같

이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 기존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

비보다 개선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가 국외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걸로 나타났다.

표 15. 주차단위구획 적용대상 차량의 제원

차종 구분 생산업체 차명 전장(mm) 전폭(mm)

국
내

대형 현대자동차 EQUUS 5,120 1,870 

RV대형 기아자동차
GRAND 

CARNIVAL
5,130 1,985

국
외

대형 캐딜락 DTS 5,275 1,900

대형 재규어 XJ3.0 5,090 2,108

그림 7. 주차단위구획 개선 전·후 주차형태

표 16. 차로너비 고려사항

차로너비 고려사항

직진부 (운전자 주행행태) 최 소 회 전 반 경

차량의 앞 오버행 1.0m 국내 에쿠스 6.1m

주 1. 국외의 차량 회전반경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국내 차량을

사용함

주 2. 국내 승용차의 앞 오버행은 0.8~1.0m이므로 가장 큰 값

을 사용함

그림 8. 차로너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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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차종을 고려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 개선방안

4.3.1 주차단위구획 개선방안

주차시 차량간격이 최소 60~80cm는 되어야 승·하차시

불편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일반주차형식이 지체장애

우, 경형자동차, 일반 등 3가지로 나누어진 것을 지체장애우,

경형자동차, 중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중소형자동차는 기존 일반 주차구획 크기를 적용하고, 대형

자동차 구간만 신설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주차단위구

획을 4가지로 나눈 개선방안을 표 18과 같이 제시하였다.

4.3.2 차로너비 개선방안

출차시 차길이와 차량의 회전반경 및 운전자의 주행행태를

고려하여 차로너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표 19와 같이 개선

하였다.

5. 차종을 고려한 주차계획 방법 제시

5.1 주차계획 방법 

각 사업지 규모, 목적 및 유형에 따라 주차계획을 세우고,

주차수요분석을 실시하여 주차수요예측 결과를 도출한다. 주

차수요분석은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설계 시 적용되는 주차

장 설치기준을 이용하여 법정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주차수요

추정방법에 의하여 산정 주차대수와 비교·분석하여 적정 주

차수요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9

와 같이 개선된 주차구획단위 및 차로너비를 주차수요가 예

측된 주차수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계획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5.2 주차면 배치방법

위 그림 9에서 제시한 주차계획 방법론에 의하여 차종별

주차규모가 산정되면 개선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사

용하여 주차면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 주거시설의

공동주택에서 교통현황조사와 교통영향을 분석하여 차종별

주차수요를 예측한 결과, 48대의 주차대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단, 경형과 장애우 주차면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개선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사용하여 건축

연면적에 따른 주차장 면적과 현행 기준에 따른 주차장 면

적을 비교하였다. 그림 10과 표 20은 주차면 배치방법에 있

어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적용한 개선안을 비교해 본

결과, 개선안 B는 A에 비해 토지의 이용·효율적인 면과 비

용적인 면 모두 주차장 사업자 입장이 불리하게 나오는 반

면, 개선안 C는 A와 거의 비슷한 주차면적과 주차면수가

산정되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선안 C는 주차

장 이용자에게 심리 및 안전 측면에서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고, 주차장 사업자에게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여

실제 적용상에서는 개선안 C가 가장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7. 각국의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 비교표

국 가
주차단위
구획(m)

내 용

직각주차방식

차로너비
(m) 비 고

한
국

현 행 2.3×5.0
일반주차형태

6.0
-

개선방안 2.7×5.5 7.1

일 본
2.3×5.0 일반규격 7.0 보행로 없음

2.5×6.0 주차대수의 3/10 6.5 보행로 있음

미 국 2.7×5.5 주차방식에
관계없이 동일

7.9 -

표 18. 주차단위구획 개선방안

구분

주 차 단 위 구 획

현 행(m) 개선방안(m) 
제안비율

(%) 비고

일반
주차
형식

일 반 2.3×5.0
대형자동차 2.7×5.5 20 신설

중소형자동차 2.3×5.0

80 현행
유지

경형자동차 2.0×3.5 경형자동차 현행 유지

지체장애우 3.3×5.0 지체장애우 현행 유지

주 1.본 연구에서 경형자동차/지체자애인의 개선방안은 제외함.

주 2.제안비율은 표1에 나타난 2007년 입법예고안을 고려하여

제시함.

표 19. 차로너비 개선방안

주차형식
차 로 너 비 

현 행 개선방안 1 비 고

직각 6.0m 7.1m 길이 1.1m 확대

그림 9. 주차계획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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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6.1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차종별 구성비, 차종별 차폭 및

길이 등 차량제원을 통해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산정

하고, 국외 사례와 비교·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선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이용하여 교통안

전 측면에서 향상된 새로운 주차계획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산정하였다. 주차단위구

획 및 차로너비를 산정하기 위해 최근 증가하는 국내·외

대형 승용차 및 RV차량의 차량제원, 최소 회전반경, 주차

시 운전자 주행행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둘째, 산정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국외 사례와 비

교·분석한 후 기존보다 확대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

를 이용하여 주차 시 운전자의 편의, 경제상의 비용적인 측

면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선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고려하여

교통안전 측면에서 향상된 새로운 주차계획 방법을 제시하

였다. 이와 같이 향후 운전자가 주차장 이용 시 기존보다

교통안전성측면에서 향상된 주차장을 이용함은 물론 주차사

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차장의 구

조 및 설치기준 정립과 비용·효율적인 주차장 내 교통안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6.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시·공간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연구의 범위가

제한된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향후 연구내

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승용차의 제원만 고

려하여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주

차계획단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차종

별에 따라 즉, 화물차 등 모든 차종을 고려하여 산정함으로

써 더욱 현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완 연구를 시행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차로너비의 경우 직각 주차방식을 고려하

여 산정하였으나 이외에 다른 주차방식에 따라 다양한 결과

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주차방식 및 운전자 주차

행태 등을 고려한 차로너비 산정방법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개선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는 사업지별

로 주차계획 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지별 부지규모를 고려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차종별 주차면수와 위치까지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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