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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열악한 여건 속 공급 위주의 주차정책은 한계에 봉착
서울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왔지만, 자동차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주차장 공급의 여지도 적은 상황에서 공급 위주의 주차정책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 때문에 도쿄와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와 같
은 간접 총량제를 도입해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환경도 개선하려는 논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행에는 적지 않은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차고지증명제 시행 중인’ 제주·일본도 장애요인 발생
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제주도 차고지증명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공감대 부족, 차고지 부족,
실효성 부족, 형평성 문제 등의 장애 요인이 발생하였다.
1962년에 도입된 도쿄의 차고지증명제도는 차고지 확보율 증가와 같은 긍정적 효
과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다세대 주택의 주차시설 부족, 주소 위장, 타인 명의 등
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서울시, 차고지증명제 도입 시 각종 장애요인 해결해야
현재 다수의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는 있지만 차량 보유 자체를 규제
하는 근거 규정은 없다. 따라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먼저 도입했던 지역보다 승용차 대수가 많고, 주차장 확
보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입하면 형평성 문제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서울시는 제주도와 같이 지리적으로 폐쇄적이
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차
량에 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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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공급 위주의 서울시 주차정책, 한계에 부딪혀
서울시, 주차문제 해결 위해 공영주차장 확대 포함 다양한 주차정책 시도
자동차는 성격상 보완재라고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 노상 불법주차 등으로 교통혼잡, 사고 위험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며, 보행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4년 300만 대를 돌파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8
년 현재 약 312만 대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약 0.3대의 자동차 보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차장도 지속해서 확충되고 있지만, 자동차 등록대수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서울시의 주차면 수는 2003년 256만 면에서 2018년
413만 면으로 증가하여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이 132%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차라는 특성상
차량 한 대당 최소 2개소(주거자와 업무지)가 필요하다고 가정할 경우 결코 충분한 숫자라고
는 말하기 어렵다.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그림 1]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

서울시는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대응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
대,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다양한 주차 정책을 펼쳐왔지만 자동차 등록대수의 꾸준한 증가,
주차장 건설 공간과 재원 문제 등으로 공급주의적 주차정책은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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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 줄이고 보행환경 개선하는’ 차량 소유 억제정책 필요한 시점
더 본질적으로 자동차 보유대수에 맞는 주차장 공급정책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과거에는 이동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보급에 맞춰 도로 및 주차장 공급이 정책 우선
순위였다. 그러나 자동차가 도로혼잡 및 대기오염, 보행환경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정책의 방향은 자동차 소유 및 이용을 억제하려는 교통수요관리(TDM: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로 전환하였다.
자동차 이용억제 정책의 대표적인 것으로 혼잡통행료의 징수와 주차요금 징수로 자동차 이
용에서의 비용을 상승시키려는 가격정책이 있다. 또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이나 요금 보조
로 대체수단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단 대체를 유도하려는 정책도 있다.
반면 자동차 소유 억제 정책은 자동차 구입 자체를 어렵게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 의사를
포기하게 하려는 정책이다. 이는 자동차 총량제로 대표되는데 일정 기간 증가 또는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수량의 상한을 정해 놓고 요건을 갖춘 사람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직접
총량제와 자동차의 보완재 구비를 조건으로 차량등록을 허가는 간접 총량제로 나누어진다.
싱가포르의 자동차 쿼터제와 베이징의 번호판 추첨제는 직접 총량제의 사례다.
싱가포르는 자동차 대수 제한을 위해 자동차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차량을 구매하려는
시민은 차량취득권리증(COE: Certification of Entitlement)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COE를 취득한 차량 소유주는 10년 동안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할 수 있으며, 10년이 지난
뒤 차량 소유주는 차를 폐차시키거나 COE를 5년 또는 10년 동안 갱신할 수 있다. COE
라이센스 금액은 평균 5만 싱가포르 달러(약 4,300만 원) 수준이며 정부에서 월별로 COE
발급량을 정하고 이를 공개 입찰해 차량구매 희망자들이 경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발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COE 가격이 일반 차량가격보다 비싼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2018년 2월부터 COE의 발급 증가율을 0.25%에서 0%로 낮춰 자동차 대수 제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표 1] COE 카테고리 분류
카테고리

내용

Category A

1,600cc 및 97kW 이하 차량

Category B

1,600cc 초과 또는 97kW 차량

Category C

수송차 & 버스

Category D

오토바이

Category 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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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www.lta.gov.sg/content/dam/ltagov/news/press/2019/20191014_COEQNov19-Jan20.pdf

[그림 2] 싱가포르 COE(2019년 11월~ 2020년 1월 COE 공급량)

베이징은 악화되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추첨제를 2011년 도입하
였다. 1년에 교부하는 번호판의 숫자를 정한 뒤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번호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추첨이 진행된다. 시작 시기인 2011년 2월 당첨률은 6%였지만
2018년 2월에는 0.2%로 떨어지는 차량 구매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18년부터 신규 자동차 번호판 발급을 15만 대에서 10만 대로 줄이고 이 중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6만 대를 배정하는 등 총량 관리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 베이징 번호추첨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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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차고지증명제는 간접 총량제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960년대 자동차 증가
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과 노상 주차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 증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쿄올림픽(1964년)을 앞두고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였다. 시행 당시 일본의 자동차
대수는 364만대(도쿄 67.6만 대), 인구 9,500만 명(도쿄 1,000만 명)이었다. 차고지증명제
는 1962년 도쿄를 포함한 6대 도시에서 시행한 후 1973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제도 시행
후인 1971년에는 80% 이상이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_차고지증명제, 주차문제 해결 대안으로 떠올라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증가 억제·보행환경 개선 도모 ‘두 토끼 잡기’ 가능
서울시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정책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거주
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해 주택가의 주차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도 하고, 공영주차장 급지별
주차 요금제, 교통유발금제도 등을 도입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으로의 승용차 이용억제도
도모하기도 했다. 또한 주차장 상한제를 이용해 주차장 공급을 제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
동차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주차장 공급의 여지도 적은 현실 때문에 더욱 강력한 주차정
책이 요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의 차고지증명제와 같은 간접 총량제를 도입해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환경도 개선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신규 차량등록 시 반드시 차량이 주차할 차고지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차고지가 구비되지 않은 차주의 차량 소유를 억제하므
로 교통수요관리정책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이를 통해 차량 이용도 억제되므로 혼잡완화,
대기오염 개선에도 기여된다. 또한 등록된 차량은 차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 노상주차
를 방지할 수 있고 보행환경의 개선도 도모할 수 있다. 더불어 차량을 소유하려는 차주는
차고지를 스스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잠재적 비용으로
도 인식되지 못했던 주차비용을 현실화시켜 자동차 소유의 비용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적
인 효과도 있다.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앞서 실행 가로막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 검토할 필요
서울시 여건상 차량 쿼터제, 번호판 추첨제와 같은 직접 총량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차고지증명제와 같은 간접 총량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편익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증명제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 어려운 여러 가지 제약 요건도 존재한다.
이 연구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한 국내 및 해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서울시가 차고지증
명제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제약 요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사례로는 제주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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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07년 국내 최초로 제주시 19개 행정동에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한 이후 2019년
7월 1일 자로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해외사례로는 일본이 있다. 일본은
전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자동차 보유가 급속 진행되는 1962년 세계 최초로 차고지증명제
를 시행했다.

02 제주도·일본, 차고지증명제 이미 시행 중 / 7

02

제주도·일본, 차고지증명제 이미 시행 중

1_제주도,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차고지증명제 시행
도입과정: 2003년 ‘제주특별법’에 차고지 관리법 적용특례 신설해 ‘물고 터’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정책의 하나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1989년부터 시도해왔다. 그러나 주민들과 자동차 관련 업계의 반발, 국내외 사회적 환경
등의 이유로 정책 도입에 실패하였다.
대도시에서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사이 제주도가 가장 먼저 도입하였다. 2000
년 이후 제주시에서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2002년 제주시는 제주
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차고지증명제 관련법을 입법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2003년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차고지 관리법 적용의 특례를 신설하여 차고
지증명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04년 1월 29일에 개정 법률을 공포하였다.
2005년에는 차고지증명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한 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도입
을 위한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언론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와 수단을 활용한
홍보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차고지증명제 도입 및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법을 정비한 후 2007년
2월 1일 제주시 동(洞)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다.

[그림 4]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도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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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07년 대형차 대상으로 첫 시행 … 2022년 모든 차종으로 확대
2007년 2월 차고지증명제의 최초 시행 시 제주도는 제주시 19개 행정동의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였다. 애초 2009년 1월 중형차량, 2010년 1월 소형차량으로 확대하고, 2012년
도내 전 지역에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2008년 조례를 개정해 중형자동차는
2012년 1월, 소형자동차는 2015년 1월, 전 지역 확대는 2015년으로 연기되었다. 이후 계속
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2011년 조례를 다시 개정하여 2017년 1월 동지역 중형자동차를
대상으로, 2022년에는 소형자동차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차고지증명제는 2017년 제주시 동지역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 도입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7월 1일 제주도 전 지역에 확대(중·대형 전기차
포함) 시행되었고, 2022년에는 경형, 소형자동차까지 대상 차량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2019년 7월 1일부터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소유자가 주소 변경 및 명의
이전 등록을 하려면 차고지가 확보돼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자동차(대형
차량은 2007년 2월 1일, 중형차량은 2017년 1월 1일 이전), 소형, 경형 자동차(2021년까
지), 이륜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 특수 및 2.5
톤 이상 화물자동차,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 명의로 된 상품용 자동차,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
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주도는
전면적인 차고지증명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고지 확보 기준을 사용
본거지(주민등록주소지, 사업장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000m로 완화하
였다. 또한, 자가 소유의 차고지가 없으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부설주차장, 공영·민
영 주차장을 1년 이상 임대하여 확보해도 차고지로 인정된다.
[표 2]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적용 시기 및 대상 차량
시기

대상

차고지 확보 기준

2007. 2. 1

제주시 동지역 대형(2,000cc 이상) 승용, 36인승 이상
승합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2017. 1. 1

제주시 동지역 중형(1,600cc 이상) 승용, 16인승 이상
승합

-

2019. 7. 1

제주도 전역 1종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 중형차 이상

2022. 1. 1

제주도 전역 전면 시행(소형, 경형 자동차 포함)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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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

시행현황: 대상차량 확대된 2017년 1~7월 중형차 신규등록이 31%나 감소
제주도에 차고지증명제가 2007년 2월 최초 시행 후 2018년 5월까지 52,924건이 접수되었
다. 신청된 차량 중 이전이 39%, 명의 변경이 33%, 신규 등록이 28%를 차지하였다. 2018년
5월 기준 제주시 차량 중 7.7%, 제주자치도 차량 중 5.6%가 차고지증명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 3]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종
구분

자동차 등록 대수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대수

276,154대

377,518대

비율

7.7%

5.6%

차고지 증명 대수
21,222대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2018, 2단계 차고지증명제 상시 모니터링 운영

제주도 사례 검토 결과,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차량 증가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이 확대 시행됐던 2017년을 살펴보면 2017년 1~7월까지 7개월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신규 등록차량 대수는 9,614대로 2016년 같은 기간 11,203대보다
14.2%가 감소하였다. 특히, 이때는 중형차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었는데 중형자동차 신규
등록은 5,825대에서 4,018대로 31%나 감소하였다.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 2019
년도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2019년 7~9월까지 차량 증가대수가 월평균 226대로 2018
년 7월~9월 월평균 증가대수 1,275대와 비교했을 때 82%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차고지증명제 시행 초기에는 많은 사람이 미리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하기 때문에 효과
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차고지증명제 도입으로 차량 등록 대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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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이해관계자 인식·공감대 부족, 실효성, 형평성 등 장애요인도 발생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제주도 차고지증명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차고지증명제 도입 시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해관
계자들의 인식과 공감대 부족, 차고지 부족, 실효성 부족, 형평성 문제 등의 장애 요인이
발생하였다.
첫 번째로, 차고지증명제의 직접 당사자들인 차량소유자들이 차고지증명제를 부정적으로 인
식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했다. 차고지증명제는 모두에서 언급하였다시피 교통수
요관리정책의 하나로 간접적인 자동차 총량제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자동차와 보완재적인 성격을 갖는 주차장의 확보를 의무 지움으로써 간접적으로 차
량 소유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도민들은 주차장을 왜 차량 소유자가 확보해야 하는지
에 의문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차고지 확보에 따른 잠재적 추가적 비용 부담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가 차량소유 억제 정책이 아니라 주차장 공급을 토대
로 한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주민을 설득시켰다. 그 사례가 주택가에
공지를 이용한 주차장 건설 사업이다.

[그림 6] 제주도 주차장 건설 사업

두 번째로, 차고지증명을 하려고 해도 애당초 주차장이 차량에 견줘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주차장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어진 공동주
택은 입주 세대수보다 주차면 수가 부족한 사례가 다반사고, 구도심은 주차장 확충을 위한
유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기 전에 주차시
설 공급을 선행할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 실효성 논란이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문제가 지적되었다. 즉 차고지증명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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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차고지가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
이다. 500m의 근거는 인간 도보의 심리적 임계 거리가 약 500m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그러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500m라는 거리는 그리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그리고 2019년 차고지증명제를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500m를 1km로 확대하였
다. 이 경우 사용본거지로부터 1km 내에 일단 차고지를 확보해두고 실질적으로는 사용본거
지 주변에 불법 노상주차를 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불법주차 단속과 같은
강력한 단속 행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형식상의 차고지증명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따라서 엄격하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할 경우 불법주차단속요원과 같은 추가적인 행정력이
소요되며 이는 곧 재정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또한 현재 제주도에서는
부도심과 주택가는 차고지증명을 할 주차장 부족 문제로 거주차 우선 주차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차고지증명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이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네 번째로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할 경우 차고지 확보에 소요되
는 비용 때문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역진적으로 피해를 보며,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의이다. 또한 이는 잘사는 거주지와 못사는 거주지 간의 형평성 문제이기도
하다. 주차장법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이 많은 곳이나 신도심은 상대적으로 중산층이 많은
반면, 노후화된 건축물이 많은 거주지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전자는 주차장 확보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차고지증명제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주민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2_日, 1960년대 ‘교통혼잡 선제대응’ 차고지증명제 시행
도입배경: ‘마이카’ 열풍으로 1960년대 초 자동차 보유대수가 폭발적 증가
일본은 전후 진무경기, 이와토 경기 등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인해 소위 ‘마이카’ 열풍이 불었다. 이는 1960년대 초 자동차 보유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는 배경이다. 1955년과 1960년 사이의 5년간 도쿄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5만 대에서
62만대로 2.5배 증가하였고, 승용차 대수도 2배 이상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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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도쿄도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단위: 대)

연도

버스

승용차

트럭

기타

합계

증가율 (%)

1955
1958
1959
1960
1961
1962

3,773
5,080
5,603
6,625
7,796
8,441

144,163
239,394
273,396
317,366
365,417
382,636

96,020
167,899
228,950
286,496
362,819
417,753

3,680
6,764
8,344
10,027
12,418
11,454

247,636
419,137
516,293
620,514
748,450
820,284

69.26
23.18
20.19
20.62
9.60

자료: 국토교통성, 1986, 운수백서

여기에 더하여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대도시권으로의 인구 유입도 급격히 증가해
도쿄권의 인구 집중률은 1955년과 1960년 사이에 14.5%에서 16.5%로 2%나 증가했다.
[표 5] 도쿄권 인구 추이
(단위: 천 명)

수도교통권

1955년 인구

1960년 인구

도쿄도 구부

6,969

8,310

기타

5,918

7,060

계

12,887

15,370

전국 대비

14.5%

16.5%

자료: 국토교통성, 1986, 운수백서

이에 따라 자동차 교통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교통혼잡, 주차장 부족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많은 자동차가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를 하여 속도 저하로 도로 본래의 기능이 떨어
졌음은 물론 교통혼잡이 심화된 것이다. 더욱이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불법 주차의 근절을 계기로 한 도로혼잡 완화가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었다. 언론사들은
불법 주차 문제 근절을 위해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의 지지가 있었다.
(단위: 천 대)

자료: 국토교통성, 1986, 운수백서

[그림 7] 도쿄도 주요 교차점 자동차 교통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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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과정: 1962년 ‘자동차 보관장소 등에 관한 법률’ 입법화로 제도 시행
1961년 12월 1일 각의 결정에 따라 도시교통 혼잡 완화대책 및 교통사고 방지 대책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임시 교통관계 각료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자동차 보관장소의
확보 문제가 상정되어 관련 법률 제정이 시작되었다. 그 후 총리부, 경찰청, 운송성, 건설성
의 공동작업으로 원안이 작성되었다. 1962년 5월 7일 제40회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
동차 보관 장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었고, 같은 해 6월 1일 법률 제145호로 공포되어
차고지증명제가 196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당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약
364만 대(도쿄: 약 67.6만 대), 인구수 9,500만 명(도쿄: 약 1,000만 명)으로 경찰청이 주관
기관이 되었다.
[표 6] 일본 차고지증명제 시행 내용
구분
시행 배경

시행당시 현황

주요 내용

내용
1960년대 초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증가
각 언론사에서 차고지증명제 필요성 제기
자동차대수 364만 대(도쿄 67.6만 대)
인구 9,500만 명(도쿄 1,000만 명)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
자동차 등록 시 보관장소 확보 의무
전국 6대 도시 한정
자동차 보관장소로 도로 사용금지
도로상 장시간 주차 금지(주간 12시간, 야간 8시간)
차고지 위치는 주거지로부터 500m 이내

자료: 서울특별시, 2002, 새서울 주차백서

자동차 보유자는 거주지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후에 2km 이내로 개정)에 차고지를 확보
해야 했으며 자동차 보관장소는 그 위치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경형자동차(550cc 이하의 자동차)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차고지증명제는 최초 도입 시 6대 도시에 한하여 시행되었지만, 1964년에는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21개 시), 1965년에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106개 시), 1973년에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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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본 시기별 차고지증명제 적용 지역 확대 현황
시기

주요내용

적용 지역

1962. 6. 1
제정시

자동차 보관 장소에 관한 법률 시행

1964. 2. 1
개정

자동차 보관 장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인구 30만 이상 도시로 확대 시행
오사카시 주변 5개 시 추가 시행

신규 21시 추가

1965. 9. 1
개정

자동차 보관 장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965년 3월 31일 인구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 시행

신규 132시 추가

1973. 3. 31 자동차 보관 장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개정
전국으로 확대 시행

6대 도시

신규 2,554지역 추가 시
일부 도서, 오지 등은 제외

자료: 건설교통부, 2006, 주차원단위 수요분석 등 연구

효과·도입 시 장애요인: 차고지 확보율 급증 … 단속인력 충원 등 문제도 발생
차고지증명제 도입 시행 후인 1971년 도쿄지역의 차고지 조사 결과 80% 이상이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62년 40%와 비교할 때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또
한, 민영주차장 시설의 공급이 확대되고 이용률도 증가하였고, 자동차 보관장소는 자기 스스
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퍼져 개인차고지와 주차시설이 잘 갖춰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
고 당초 우려됐던 자동차 생산·판매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
려 제도 시행 직전에 자동차의 판매가 일시 증가하였고, 시행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판매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차고지증명제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첫 번째, 단속을 위한 인력 충원 문제가 발생하였다. 차고지증명제 시행과 함께 이를 지키지
않는 자동차들을 단속해야 하는 단속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였다. 그 당시 신규로 10,000여
명이 필요하게 되어 이에 따른 예산 증액, 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두 번째, 자동차 생산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차고지증명제 입법 계획
에 대하여 자동차 판매 연맹은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환영할 만한 법은
아니다. 교통 혼잡완화를 위해서는 주차위반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하였다. 자동차 업계의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
로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전에 매년 4~5만 대씩 증가해오던 도쿄도의 승용차 등록대수는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 1962년이 되자 17,000여 대의 증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일본은 바
로 올림픽 경기라는 경제 호황 국면을 맞이하면서 승용차 등록대수는 다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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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대)

자료: 국토교통성, 1986, 운수백서

[그림 8] 도쿄도 승용차 등록대수 추이

마지막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주체적으로 시행할 부서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차고지증명제
입법 시 어느 부서에서 주관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전개되었으며 결국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시행 시 장애요인: 주소 위장, 타인명의 등록, 직인위조 등 위법행위도 발생
1962년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대상 지역 확대를 포함하여 몇 차례 법령 개정이 있었지만
제도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되었다. 그러나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
서 구입할 때 판매사원에게 의뢰하여 차고지를 확보하거나 다세대 주택에서 주차시설 부족
에 따른 문제, 주소지 부근 유료주차장과 주차계약을 하고 등록을 한 후 그 주차장과 계약을
파기하여 차고지가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발생하는 문제
점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주소를 위장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등록하려고 하는 주소지에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경우 차고지 시설이 있는 지역 또는 차고지증명제 미시행 지역으로 주소를
위장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타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다. 실제 차량을 사서 운행하는 사람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차고지 확보가 가능한 친인척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례
이다. 차량 등록 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는 차고지가 없는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직인을 위조하는 것이다.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서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만 자동차의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관할 경찰서장의 직인을 위조하고 이것
을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 제출하는 직인위조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네 번째는 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차량 소유주가 차량 이전, 변경 등록 등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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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미확보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이다. 차고법에
는 거주지로부터 2km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 실효성이 적었으며
도심은 비싼 땅값 때문에 2km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차고지증명제 관리체계가 3개 기관으로 분리(허가: 경찰청, 관리: 동사무소, 폐차 및 차량등
록: 육운국)되어 있어 대부분 새 차 구입 시에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이사할 때 차고지
증명제를 거의 등록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위장계약이 성행한 것이다. 자동차 등록을 위해서는 보관장소 확보가
의무이기 때문에 자택에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주소지 인근의 유료주차장 등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것 때문에 등록 시 위장 계약을 하고 자동차 등록 후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위의 사례들과 같이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대부분의 차주는 정상적인 등록 절차
를 밟아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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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제도도입 전 걸림돌 검토·대책 마련 필요

1_차고지증명제 도입 위해 법적 근거 마련 필수
서울시는 1989년부터 수차례 차고지증명제 도입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
서울시는 1983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차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교통종합대책의 하나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결정하고 「차고지 확보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다. 중앙정부는 『자동차의 차고지
확보를 위한 법률』 시안을 만든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중·대형
자동차의 신규·이전 등록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하는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
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까지 하였지만 자동차 생업자의 생계문제와 자동차 산업 육성 저해
우려로 유보되었다.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주차문제가 다시 대두되자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필요성
이 증대되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하여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되 적용 대상 차종의
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던 중 1998년 IMF 구제금융
지원 체제의 어려움 속에서 이 제도의 시행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보되었다. 2000년대
이후 차고지증명제에 관한 논의는 지속해서 전개되었고, 서울시는 2001년 주차장법을 개정
해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지만 무산되었다.

[그림 9] 차고지증명제 검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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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차고지증명제 시행 조항 신설해 법적 근거 확보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도입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법률에 차고지증
명제를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2004년 1월 29일 자로 공포된 개정안의 제40조
의 2항에 「자동차관리법의 특례조항」에 근거하여 2007년 2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입
될 수 있었다. 현재 법조문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에 차고지증명제가 명시되어 있다.
[표 8]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관련 법
구분

내용

제주특별법
제428조
(자동차관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도지사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택시미터 제작검정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⑧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호·제7호,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62조,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차고지증명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을 적용받고, 이 법에 차고지증명제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할 수
있었다.

서울시 차고지증명제 도입하려면 차량소유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 필수
현재 다수의 법령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의 근거는 있지만 차량 보유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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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없다. 따라서 제주도를 제외한 지자체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차고지증명
제 관련 법률이 새로 제정되거나, 주차장법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
하도록 하거나 자동차관리법에서 차량 등록 시 차고지를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이 개정
되어야 한다. 법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건의할 수만 있을 뿐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려면 법률 제정 또는 관련법 근거 조항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만, 차고
지증명제는 차량 소유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민, 자동차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표 9] 차고지증명제 법적 근거 마련 방안
구분

내용

방안 1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
자동차 차고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방안 2

주차장법 개정: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고지 확보 의무 부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권한 부여
미확보 시 자동차 등록 거부,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 시 벌금 부과 등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

방안 3

자동차관리법 개정: 차량 등록 시 차고지 확보
차량을 등록할 때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
차고지 미확보 시 차량 등록 거부 가능 등 세부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

2_서울시,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장애요인 수두룩
서울시 자동차는 현재 약 250만대로 차고지증명제 도입하기에는 너무 많아
현재 서울시의 여건과 차고지증명제 도입 당시의 도쿄, 제주도의 여건은 상당한 차이가 있
다. 도쿄는 차고지증명제 도입 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68만 대(승용차 25만 대) 수준에 불과
했다.
제주도도 2007년 차고지증명제 1차 시행 시 자동차 등록 대수 228,858대(승용차 147,891
대), 인구수는 55만 명 수준에 불과하였다. 반면 현재 서울시는 승용차 등록대수 약 250만
대, 인구수 약 1,000만 명 수준으로 차고지증명제 도입 시 도쿄·제주도 여건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한다면 직접 영향을 받는 현재 또는 잠재적
자동차 소유주의 규모가 시행 당시의 제주도나 도쿄에 비해 절대적으로 크다. 이는 곧 차고
지증명제에 대한 자동차 수요자들의 저항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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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차고지증명제 시행 지역의 도입 당시 현황과 서울시 현황 비교
구분

서울시

도쿄

제주도

시행 시기

-

1962년

2007년

자동차 등록대수

3,124,651대

676천 대

228,858대

승용차 등록대수

2,526,699대

245천 대

147,891대

인구

9,765,623명

10,224천 명

55만 명

주: 서울시는 2018년 기준

주차장 확보 한계로 노후 다세대·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주차난 심각 예상
특히,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민원과 수용성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은 132%(주택자 주차장 확보율 102.6%)로 제주도(98.5%)와 비교했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주차라는 특성상 차량 한 대당 최소 2개소(주거자와 업무지)가
필요하다고 가정할 경우 결코 충분한 숫자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특히 25개 자치구 중 9곳이
주차장 확보율 100% 미만을 기록하는 등 주차장 확보 문제에서 자유로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주차장 부족 문제는 노후화된 다세대 및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그림 10]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비교

1990년대 경제 발전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주택가 주차문제가 심각해
지자 1991년 7월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주택 건축 시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도록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보유대수는 계속 증가하였고, 이 때문에 주차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1997년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분리해서 주차장 확보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었고, 2005년 다가구·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분류하
여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주택 건설 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게 최소 기준이 지속해서
상향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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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보유 증가로 최근 건설된 주택들은 과거보다 여유있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과거에 건축된 주택들은 재건축을 하지 않는 한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서울시 연도별 주택 현황 검토 결과, 1980년대에 완공된 주택들이 여전히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30년 이상 된 주택의 비율이 48%에 이르는 등 노후 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다. 노후화된 주택에는 저소득층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제
도입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주민들은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된다면 잘사
는 거주지와 못하는 거주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제주도는 주차장 확보난을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
2019년 7월에 공영주차장의 40%까지 차고지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지
등을 차고지로 조성하고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 차고지 공급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
다. 그러나 공영차고지에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 97만 5천 원(동지역 기준)의 임대료
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이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또한, 제주도에서 고려하
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차고지 공급은 실질적 해결책이 아니라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안이라는 비판이 있다.
더불어 주택가에 이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시행 등으로 주택가 및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장
공급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제주도처럼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공지
를 찾아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표 11] 서울시 건축연도별 주택 현황
구분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건물내 주택

100,283

54,352

4,616

7,001

비거주용

합계

비율

4,613

170,865

5.9%

1979년
이전
1980~
1989년
1990~
1999년
2000~
2004년
2005~
2009년

66,744

259,220

36,120

51,119

8,236

421,439

14.6%

122,545

478,181

50,847

151,018

10,003

812,594

28.1%

13,154

373,366

10,617

194,682

2,654

594,473

20.5%

5,481

237,083

3,411

52,636

1,221

299,832

10.4%

2010년

1,428

33,693

376

14,186

353

50,036

1.7%

2011년

1,283

41,236

659

24,466

440

68,084

2.4%

2012년

1,306

28,171

1,122

36,584

319

67,502

2.3%

2013년

1,061

28,385

1,101

31,816

219

62,582

2.2%

2014년

1,209

46,119

910

33,253

249

81,740

2.8%

2015년

1,408

29,657

732

40,167

266

72,230

2.5%

2016년

2,113

32,612

978

50,494

349

86,546

3.0%

2017년

2,385

20,429

428

37,914

337

61,493

2.1%

2018년

2,053

17,135

455

24,635

384

44,662

1.5%

합계

322,453

1,679,639

112,372

749,971

29,643

2,894,078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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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격리된 제주도와 달리 경기·인천에 둘러싸인 개방적 지역의 한계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으로 격리된 특수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 등록한 차량이 운행하는 사례는 매우 적고, 다른 지역에 차량등록을
통한 차고지증명제의 회피 유인이 매우 적다.
서울시는 제주도와 매우 다르게 경기도 및 인천에 둘러싸여 있고, 서로의 이동이 매우 빈번
하다. 만약 차고지증명제가 서울시만 시행된다면 자동차 구매 후 서울시가 아닌 다른 시·도
에 등록해 놓고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운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일본에서도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 차량을 등록하여 운행한 사례가 많이 발
생하였다. 다른 시·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 서울시가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도의 형평성과 도입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서울시 관련 승용차 통행 786만 통행/일 중 경기도/인천시에서 서울을 왕래하는
통행량이 약 357만 통행으로 서울시 관련 승용차 통행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서울
시 승용차 관련 통행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인천의 영향도 매우 크게 받는 것이 현실
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차고지증명제가 정착되어 서울시민의 자동차 소유가 억제된
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서울로
통행을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만 단편적으로 시행하는 차고지증명제는 원래 목표로 했던
교통혼잡 완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표 12] 2017년 기준 서울시 수단통행 지표(지하철 환승 포함, 도보/자전거 미포함)
구분

승용차

서울시
관련계

대중교통

택시

기타

합계

12,886,118

2,107,118

1,327,884

32,287,071

25.1%

39.9%

6.5%

4.1%

100.0%

15,403,424

6,402,065

9,001,359

1,899,072

702,544

22,293,348

19.2%

69.1%

28.7%

40.4%

8.5%

3.2%

100.0%

3,577,040

5,583,297

1,698,538

3,884,759

208,046

625,340

9,993,723

35.8%

55.9%

17.0%

38.9%

2.1%

6.2%

100.0%

12,790,207

9,133,454

7,074,158

2,059,296

1,424,158

1,801,392

25,149,211

50.8%

36.3%

28.1%

8.2%

5.7%

7.2%

100.0%

3,531,276

3,129,276

57,436,282

6.1%

5.5%

100.0%

소계

버스

지하철

7,865,348

20,986,721

8,100,603

24.4%

65.0%

서울
↔서울

4,288,308

서울
↔시외
시외
↔시외
합계

20,655,555 30,120,175 15,174,761 14,945,414
36.0%

52.4%

26.4%

26.0%

자료: 수도권교통본부, 2018, 2018년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 현행화 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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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시스템 구축, 단속·행정 전담인력 충원 등 행정비용 추가 소요 ‘불보듯’
차고지증명을 할 목적으로 사용 본거지에서 먼 지역에 차고지를 등록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사용 본거지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차고지증명제 시행
시 강력한 주차 단속과 함께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속적 단속을 병행해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감독하는 시스템 구축, 행정력 소비, 단속
인원 충원 등 다방면에서 행정력이 소요된다. 일본 사례에서도 차고지증명제 시행과 함께
단속 인력 증강을 위해서는 신규로 10,000여 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이에 따른
예산 증액, 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서울시도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 구축, 단속 및 행정 전담
인원 충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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