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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도심지역 대형 판매시설물 집중 관리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혜택도 확대할 필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혼잡 완화 목표로 1990년부터 시행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혼잡 완화를 목표로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중요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식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로 되어 있으나 산정식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는 1996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계수가 적용되고 있어 그동안의 교통여건 변화 반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도시 및 인구구조의 변화,� 시설물 입지 등을 반영하고,� 교통혼잡 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을 위해 도시규모계수,� 지역계수,� 혼잡가중치가 추가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이

예고되어 있다.�

도심지역 유발교통량 줄이는 정책목표 선행 시 지역계수 적용 가능

지역계수의 도입취지는 도시내 입지(도심/외곽)에 따른 유발교통량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내 혼잡도 차이를 고려한 주차 1급지와 기타지역을 사례로 교통유발원단위와

가구통행실태조사의승용차및택시도착통행량의차이를검토하였다.�단위연면적당교통유발

원단위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1급지에 위치한 시설물보다 1급지 이외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들의교통유발원단위가높게나타났다.�가구통행실태조사의승용차와택시통행을 1급지와�

기타지역의단위연면적당도착통행량으로비교한결과도교통유발원단위와동일하게 1급지보다�

기타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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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물 수(개) 교통량/건축면적 교통량/연면적

1급지1) 37 538.6 49.9

1급지 외2) 56 462.2 50.8

주1)�업무시설 1곳은 건축면적이 없어 제외하고 분석함

주2)�대형마트 1곳은 건축면적이 없어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표준 교통량 및 교통 유발계수 산정방안 2단계 연구”�조사자료,�2015년도 서울시 건축물대장
(교통량 조사대상 시설물 중 93개로 분석하였으며,�7시~21시 교통량)

[표 1]�급지별 교통유발원단위
(단위:�대/1,000㎡)

도착 급지 (승용+택시)/대지면적 (승용+택시)/건축면적 (승용+택시)/연면적

1급지 42.77 204.55 24.99

1급지 외 8.06 144.23 26.85

주)�통행량:�귀가목적 제외 주수단통행량

자료:�2016년도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O/D)�현행화 공동사업(2017,�수도권교통본부),
2015년도 서울시 건축물대장

[표 2]�급지별 단위면적당 승용차/택시 도착통행량(귀가목적 제외)
(단위:�통행/1,000㎢·일)�

또한,�교통유발원단위를단위부담금책정의기반이되는시설물규모별로분석해보면연면적기준�

‘3천㎡�초과 3만㎡�이하’와 ‘3만㎡�초과’�모두 1급지보다 기타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연면적 구분
1급지 1급지 외

교통량/건축면적 교통량/연면적 교통량/건축면적 교통량/연면적

3천㎡�이하 - - - -

3천㎡�초과~3만㎡�이하 232.6 23.2 233.1 27.6

3만㎡�초과 560.1 51.7 479.4 52.4

합계 538.6 49.9 462.2 50.8

주1)�교통량 조사대상 시설물 중 93개로 분석하였으며,�교통량은 7시~21시 교통량임

주2)�연면적 3만㎡�초과 1곳은 건축면적이 없어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표준 교통량 및 교통 유발계수 산정방안 2단계 연구”�조사자료,�2015년도 서울시 건축물대장

[표 3]�시설물 규모별 급지별 교통유발원단위
(단위:�대/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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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통유발원단위가높은도심지역에 외곽지역과차별하여 상대적으로높은 지역계수를

도입하려던조례개정(안)의당초취지와반대의분석결과가나왔기때문에교통수요관리목표가

상향되지 않는 한 서울시의 모든 용도시설물에 일률적인 지역계수 도입은 적절치 않다.�또한,�

시설물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단위부담금은 2014년 기준 ‘3만㎡�초과’의 경우 ‘3천㎡�이하’�

대비 1.14배이나 2020년 이후에는 2.86배로 더욱가중될예정이다([표 4]).�반면 ‘3만㎡�초과’�

부과건물의 68.1%는 1급지에 위치하고 있어([표 5])�혼잡지역에 가중하는 지역계수 도입 시

이중적용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다만,�건축면적당유발교통량(단위

부지면적당총유발교통량)은여전히도심지역인 1급지가 1급지외보다높기때문에,�도심지역의�

유발교통량을더욱줄여야하는정책목표가선행된다면,�동일용도시설물에대해도심혼잡지역에�

위치한 경우 더 높은 지역계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과기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이하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천㎡�초과~3만㎡�이하 1.00� 1.14� 1.29� 1.43 1.57� 1.71� 2.00�

3만㎡�초과 1.14� 1.43� 1.71� 2.00� 2.29� 2.57� 2.86�

자료:�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표 4]�연도별 부과기준별 단위부담금 비중

연면적 구분 1급지 1급지 외 합계

3천㎡�이하
8,033 9,739 17,772

(45.2) (54.8) (100.0)

3천㎡�초과~3만㎡�이하
3,928 2,827 6,755

(58.1) (41.9) (100.0)

3만㎡�초과
631 296 927

(68.1) (31.9) (100.0)

합계
12,592 12,862 25,454

(49.5) (50.5) (100.0)

주1)�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물 27,909개 중 급지정보,�연면적 정보 매칭이 안 된 2,455개(8.8%)�제외 후
분석함(2,455개의 건물 중 중구의 모든 건물(1,484개)은 연면적 정보 미매칭)

주2)�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임
자료:�서울시 내부자료(2015년 자료)

[표 5]�시설물 규모별 급지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물 수
(단위:�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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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도심 대형 판매시설물은 교통유발량이 여전히 많아

교통유발원단위를용도시설별로구분해보면자동차의존도가높은의료시설과백화점/판매시설의

유발원단위는 1급지가기타지역보다높아전체평균과반대의 결과를보였다([표 6]).�가구통행

실태조사의 쇼핑통행을 단위연면적당 도착통행량으로 비교한 결과 역시 전체통행과 반대로

1급지가 기타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7]).

시설물
용도

1급지 1급지 외

시설물 수
(개)

교통량/건축면적
(대/1,000㎡)

교통량/연면적
(대/1,000㎡)

시설물 수
(개)

교통량/건축면적
(대/1,000㎡)

교통량/연면적
(대/1,000㎡)

업무 13 381.7 13.4 14 378.0 25.6

의료 5 373.2 53.9 8 303.0 41.7

백화점 14 610.6 70.6 17 538.9 51.4

대형마트 3 824.4 99.7 15 689.9 95.0

숙박 2 144.7 14.1 2 255.7 27.0

합계 37 538.6 49.9 56 462.2 50.8

주1)�교통량 조사대상 시설물 중 93개로 분석하였으며,�교통량은 7시~21시 교통량임

주2)�1급지의 업무시설 1곳은 건축면적이 없어 제외하고 분석함

주3)�2급지의 대형마트 1곳은 건축면적이 없어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표준 교통량 및 교통 유발계수 산정방안 2단계 연구”�조사자료,�2015년도 서울시 건축물대장

[표 6]�시설물 용도별 급지별 교통유발원단위

도착 급지 (승용+택시)/대지면적 (승용+택시)/건축면적 (승용+택시)/연면적

1급지 156.59 256.66 29.84

1급지 외 64.49 196.20 25.70

자료:�2016년도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O/D)�현행화 공동사업(2017,�수도권교통본부),�
2015년도 서울시 건축물대장

[표 7]�급지별 단위면적당 승용차/택시 도착통행량(쇼핑목적)
(단위:�통행/1,000㎢·일)�

한편,�중소형건물과 대형건물의 교통유발원단위를 비교해 보면,�3만㎡�초과 대형건물의 교통

유발원단위는연면적 3천㎡�초과~3만㎡인중소형건물에비해 1.9배~2.41배크다([표 8]).�대형

건물의 단위면적당 교통량이 많은 만큼 단위부담금도 가중되어 적용되어야 하나,�2017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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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건물과대형건물의단위부담금비율은 1.4배이고 2019년에 1.5배까지높아지도록되어

있다.�이는,�대형건물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면 단위부담금을 최소한 교통유발원단위의 비율

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연면적 구분
1급지 1급지 외

교통량/건축면적 교통량/연면적 교통량/건축면적 교통량/연면적

3천㎡�초과~3만㎡�이하(A) 232.6 23.2 233.1 27.6

3만㎡�초과(B) 560.1 51.7 479.4 52.4

비율(B/A) 2.41� 2.23� 2.06� 1.90�

[표 8]�중소형과 대형시설물의 교통유발원단위 비율
(단위:�대/1,000㎡)

부과기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초과~3만㎡�이하(A)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초과(B)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비율(B/A)� 1.14� 1.25� 1.33� 1.40� 1.45� 1.50� 1.43�

[표 9]�중소형과 대형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비율

따라서현재도심지위주로추진되고있는교통수요관리정책이어느정도효과를보이고있지만�

판매시설등대규모특정용도시설의경우여전히도심지역교통유발량이많아집중관리가필요함을

시사한다.�따라서 용도시설별 교통유발원단위에 대해 좀 더 충분한표본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특정 용도시설에 한정된 지역계수 도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현재서울시는백화점,�쇼핑센터등판매시설(나)의경우교통유발계수10.92를동일하게적용하고�

있지만,�대부분의 광역시에서는 판매시설 집중관리를 위해 백화점과 쇼핑센터,�대형마트로

구분하거나,�주차급지를기준으로차등하여적용하고있어 판매시설에대한제한적인 지역계수

도입이�가능하다.

[그림 1]�도시별 교통유발계수 차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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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물 참여율 높이려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혜택 늘려야

교통혼잡을완화하기위해기업체에서자발적으로교통량감축활동에참여하고이행실적에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2015년 총 부과시설 27,909�

개소의 8%인 2,227개소만참여하고있고,�조례기준에따라 1천㎡�미만을제외한감축프로그램

참여 대상시설(13,395개소)�기준으로는 16.6%가�참여하고 있다.�특히,�3천㎡�이하의 소규모

건물은 부과시설기준 2.7%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구분 부과시설(A) 대상시설(B) 경감시설(C) 전체 참여율(C/A) 대상시설 중 참여율(C/B)

값 27,909 13,395 2,227 8.0% 16.6%

자료:�서울시 내부자료(2015년 자료)

[표 10]�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현황
(단위:�개소)

이행한시설물의부과교통유발부담금경감액은 18.9%�수준이다.�또한,�각�시설물별교통유발

부담금경감률을살펴보면,�복수의 프로그램참여로경감률이누적되어도대부분 40%�이하의

경감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따라서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혜택을확대하여특히중소규모

시설의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경감률(중복적용) 이행 시설 수 비율
10%�미만 333 14.9%

10%�이상~20%�미만 644 28.9%
20%�이상~30%�미만 686 30.8%
30%�이상~40%�미만 454 20.4%
40%�이상~50%�미만 82 3.7%
50%�이상~60%�미만 27 1.2%

62.1% 1 0.0%
합계 2,227 100.0%

자료:�서울시 내부자료(2015년 자료)

[표 11]�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분포
(단위:�개소)

이용자의견조사결과,�1급지와대규모건물의참여가능프로그램비율이높은 ‘나눔카이용’,�

‘통근버스’�등의 경감비율을현재각각�10%,�25%에서 30%�수준으로상향조정하는것을제안

한다.�두 번째로,�복수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경감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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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금 증가분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모니터링에 투자 필요�

2014년 1월 14일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서울특별시교통

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가�일부개정되었다.�조례개정내용중하나로기존 700원인

단위부담금이 2020년까지단계적으로최대 2,000원으로상향조정되었다([표 12]).�2015년 시설

물의�용도와 면적을 기준으로 단위부담금 변화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총액을 계산해 보면,�

2020년에 2,414억 원으로 2014년 1,216억 원 대비 1.99배 상승한다.�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지역계수까지 적용된다면,�교통유발부담금 총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부과기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2014년 기준

3천㎡�미만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1.0배

3천㎡�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1.0배

3천㎡�초과~3만㎡�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2.0배

3만㎡�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2.5배

자료:�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표 12]�부과기준별 서울시 단위부담금 변화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교통유발부담금 121,561,928 140,674,487159,787,045178,899,604198,012,162217,124,721241,425,947

2014년 대비 증가율 1.00 1.16 1.31 1.47 1.63 1.79 1.99

[표 13]�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예상액
(단위:�천 원)

현재여건에서는 27,909개의부과시설물에대해모니터링이나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여부

확인,�교통 유발량조사등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증가세입을교통량감축프로

그램운영및교통량감축활동을위한조직과인력비용으로활용함으로써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 목적인 교통 혼잡 완화에 좀 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또한

실질적 이행효과를파악한다면,�새로운프로그램을적용하고혜택을차등하여감면혜택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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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연구개요

1_연구 배경 및 목적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교통혼잡완화를위해원인제공자부담원칙에따라교통혼잡을�

유발하는시설물에부과하는경제적비용으로 1990년부터시행되고있다.�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연 1회 부과되며,�교통량감축을위한기업체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고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함께

시행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산정식은 ‘시설물의각�층바닥면적의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되어있으나산정식에적용되는교통유발계수는 1996년개정이후현재까지동일한계수가

적용되고있어그동안의교통여건변화반영이미흡한상태이다.�국토부에서는이러한여건

변화를반영할수있도록개선안을마련하고있다(한국교통연구원,�‘교통유발계수개선방안�

연구’).�주요개선내용으로도시및인구구조의변화,�시설물입지등을반영하고,�교통혼잡�

수준에따른차등적용을위해도시규모계수,�지역계수,�혼잡가중치가추가되는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개정이 예고되어 있다.�

현재서울시의교통유발계수는지역의교통혼잡정도와상관없이도심이나외곽에동일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고 있어,�지역 간 형평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도시규모계수는

국토부에서결정하지만지역계수와혼잡가중치는지자체의선택사항이기때문에지역계수

(교통혼잡을유발하는정도에따라지역을구분하여 1/2배~2배의범위내에서달리적용

할 수 있음)를 서울시에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적용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다.�또한,�교통유발부담금 징수대상자들의 요구 분석과 징수현황자료의

입체적 분석을 통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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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교통유발금제도의이슈와개선점을파악하기위하여현재추진중인법개정내용과

민원사례를 검토하였고,�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설물 소유자또는 관리자를대상

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하였다.

둘째,�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교통유발부담금산정식에새로도입하려는지역가중치를

서울시에적용하는것이타당한지판단하기위하여서울시주차장급지를지역구분사례로

시설물 교통유발원단위와 승용차/택시 수단의 도착통행량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참여와효과를높일수있는개선안마련을위하여교통유발

부담금 징수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1-1]�연구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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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교통유발부담금제도및이슈

1_교통유발부담금 제도

1)�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부과하는경제적부담이다.�1990년처음시행되었으며,�매년 1회 10월에부과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의부과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근거하고있고,�부과대상지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따라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고시된인구 10만 명 이상도시이고,�

부과대상은대상지역내연면적 1,000㎡�이상의시설물이다.�부담금은각�층바닥면적,�단위

부담금,�교통유발계수에 따라 결정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시설물에대한부담금은다음계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으로한다.�이 경우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표 2-1]�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1)�단위부담금

단위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제3조에명시되어있는바와같이,�바닥면적

1㎡당 350원이다.�각�층바닥면적의합을세개의카테고리로나누어차등부과하고있으며,�

연도별로상향조정되어있다([표 2-2]).�「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7조에서는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해 조례 위임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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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단위부담금)�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1.�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 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
3만 제곱미터 초과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표 2-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단위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②�제1항에따른단위부담금과교통유발계수는이용자수,�매출액,�교통혼잡정도또는시설물의용도등을
고려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되,�시장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시설물의위치·
규모·특성 등을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조정할수있다.

[표 2-3]�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조정 위임 내용

위임받은 내용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에서의 단위

부담금은상향조정최대치인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기준의2배(100분의 100�상향)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1.�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 제곱미터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 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단,�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함

[표 2-4]�서울시 단위부담금

(2)�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제3조에명시되어있고,�시설물의용도와

도시규모에 따라 적용된다([표 2-5]).�교통유발계수는 도시규모별로 기본값이 제시되어

있으며,�서울시는 도시규모 100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규모 계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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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구분 대분류
상세
구분

세분류

도시규모(단위:�명)

100만
이상

50만이상
∼100만
미만

30만이상
∼�50만
미만

10만이상
∼30만
미만

1 근린생활

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1.68 1.66 1.64 1.12
나 �일반음식점 2.56 2.48 1.59 1.48
다 �골프연습장 5.00 4.80 2.40 2.12

라
�정구장,�헬스클럽,�볼링장,�실내낚시터,�탁구장,�
체육도장,�실내골프장

1.80 1.46 1.32 1.06

마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1.16 1.02 1.02

2 의료
가 �종합병원 1.28 1.04 0.93 0.93
나 �병원,�의원,�요양소,�진료소 1.34 1.08 0.88 0.72

3 교육연구
가

�교육원,�연구원,�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1.16 1.00 0.78

나
�도서관,�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0.90 0.82 0.74 0.74

4 운동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12 1.04 0.96 0.96
5 업무 �일반업무시설 1.20 1.00 0.82 0.82

6 숙박
가

�관광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의 호텔,�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2.23 1.81 0.77

나 �일반숙박시설,�가목에해당하지 않는관광숙박시설 1.16 0.87 0.79 0.77

7 판매
가 �도매시장 1.81 1.77 1.63 0.94
나 �백화점,�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할인점,�전문점 5.46 4.48 2.67 2.67
다 �소매시장,�상점 1.68 1.66 1.64 1.12

8 위락
가 �유흥주점,�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56 2.48 1.40 1.16
나 �특수목욕탕 1.44 1.16 1.02 1.02

9 관람집회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3.55 2.38 1.94 1.12
나 �집회장:�회의장,�공회장,�예식장 4.16 3.43 2.39 1.49

다
�관람장:�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경마장,�자동차경주장

3.55 2.38 1.94 1.12

10 전시
가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
산업전시장,�박람회장

3.55 2.42 2.16 2.03

나 �동ㆍ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0.72 0.62 0.55 0.55
11 공장 0.47 0.43 0.31 0.24
12 창고저장 �창고,�하역장시설 0.61 0.50 0.37 0.30

13 운수
가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5.56 4.34 3.92 2.76
나 �철도역사 4.13 3.76 3.11 2.46
다 �공항시설,�항만시설 1.81 1.14 1.14 1.14

14
자동차
관련

가 �매매장,�정비공장,�세차장,�폐차장 1.49 1.18 1.04 1.04
나 �운전학원,�정비학원 0.88 0.86 0.67 0.20

15 방송통신
가 �방송국,�촬영소 1.89 1.20 1.18 1.00
나 �전신전화국 1.00 0.82 0.67 0.67

16 관광휴게
�공원,�유원지 또는관광지에 딸린 건축물,�휴게소,�
어린이회관,�관망탑

3.10 2.68 2.14 1.71

17 기타 1.20 1.00 0.82 0.71

①�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표 2-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교통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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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유발계수는 단위부담금과 마찬가지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7조 2항의

상향조정 근거로 주요 5개 대분류용도시설에 대해 1.08배(8%)~2배(100%)를 적용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에서조정된시설구분과교통유발

계수는 [표 2-6]과 같다.�

구분
기본값(도시규모
100만 이상)

서울시 조정률

의료 가 �종합병원 1.28 2.56 100%(2.0배)

운동 가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12 1.68 50%(1.5배)

업무 가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1.2 1.8 50%(1.5배)

판매
나 �백화점,�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할인점,�전문점 5.46 10.92 100%(2.0배)

다 �소매시장,�상점 1.68 1.81 8%(1.08배)

위락
가 �유흥주점,�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56 3.84 50%(1.5배)

나 �특수 목욕탕 1.44 2.16 50%(1.5배)

[표 2-6]�서울시 조례에서 조정된 교통유발계수

[그림 2-1]�서울시 조례에서 조정된 시설의 교통유발계수 비교

교통유발계수적용을위한시설물의용도는 17개 대분류,�34개 세분류로구분되며,�같은

용도시설물도 세분류별로 교통유발계수가 다르게 적용된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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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시설물 용도별 교통유발계수 분포(서울시)�

서울시의교통유발계수를크기순으로정리해보면백화점,�쇼핑센터등판매시설이 10.92로

가장 크고,�공장이 0.47로 가장 작다.�

순위
시설 구분 유발

계수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1 판매 나 백화점,�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할인점,�전문점 10.92
2 운수 가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5.56
3 근린생활 다 골프연습장 5.00
4 관람집회 나 집회장:�회의장,�공회장,�예식장 4.16
5 운수 나 철도역사(민자역사) 4.13
6 위락 가 유흥주점,�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7 관람집회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3.55
8 관람집회 다 관람장:�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경마장,�자동차경주장 3.55
9 전시시설 가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3.55
10 관광휴게 가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휴게소,�어린이회관,�관망탑 3.10
11 숙박 가 관광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의 호텔,�가족호텔,�휴양 콘도미니엄 2.62
12 근린생활 나 일반음식점 2.56
13 의료 가 종합병원 2.56
14 위락 나 특수 목욕탕 2.16
15 방송통신 가 방송국,�촬영소 1.89
16 판매 가 도매시장 1.81
17 판매 다 소매시장,�상점 1.81
18 운수 다 공항시설,�항만시설 1.81
19 근린생활 라 정구장,�헬스클럽,�볼링장,�실내낚시터,�탁구장,�체육도장,�실내골프장 1.80
20 업무 가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1.80
21 근린생활 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1.68
22 운동 가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68
23 자동차 가 매매장,�정비공장,�세차장,�폐차장 1.49
24 근린생활 마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기타 근린생활시설 1.44
25 교육연구 가 교육원,�연구원,�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26 의료 나 병원,�의원,�요양소,�진료소 1.34
27 기타 가 1.20
28 숙박시설 나 일반숙박시설,�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29 방송통신 나 전신전화국 1.00
30 교육연구 나 도서관,�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 포함) 0.90
31 관련 나 운전학원,�정비학원 0.88
32 전시 나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0.72
33 창고저장 가 창고,�하역장시설 0.61
34 공장 가 0.47

[표 2-7]�서울시 교통유발계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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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통유발부담금 산정방법의 변화

현재시설물의교통유발부담금은시설물의각�층바닥면적의합에단위부담금과교통유발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제1항).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1990년에신설되었으며,�서울시조례는 1995년에제정되었다.�신설�

당시단위부담금은 3천㎡�면적과주차면수를기준으로구분하여적용하였으며,�1996년에

바닥면적이 3천㎡�이상이고,�주차면이 10면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이 500원에서

700원으로조정되었다.�이후 2013년까지단위부담금변동없이유지되었다.�2014년에주차

면수조건은삭제되었고,�바닥면적기준이 3천㎡와 3만㎡를경계로세분화되었다.�그리고

3천㎡�초과시설물에대해서는 2020년까지단위부담금이단계적으로상승하도록되어있다.

구분 1990년 1995년 1996년

3천㎡�미만,�주차면 10면 미만
350원

350원 350원

3천㎡�이상,�주차면 10면 이상 500원 700원

[표 2-8]�단위부담금 변화(1)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미만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초과 3만㎡�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표 2-9]�단위부담금 변화(2)

1990년 초기의교통유발계수는지역을서울과기타지역으로구분하고,�각각�도심과외곽

지역으로구분하여적용하였다.�그러나도심과외곽지역경계설정과경계부에입지한시설물�

소유자의 민원 등으로 지역구분이 폐지되었고,�현재 도시규모별 4가지 분류로 구분하여

적용된다.�시설물의용도별구분은초기의 16개대분류 19개세분류에서 17개대분류 34개

세분류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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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시,�기타지역
�(각각�도심/외곽 구분)

서울특별시 기타지역

도심 외곽 도심 외곽 è

도시규모에 따라 4개 구분

도시규모(단위:�명)

100만
이상

50만 이상
∼100만 미만

30만 이상
∼50만 미만

10만 이상
∼30만 미만

시설물
용도

16개 대분류,�19개 세분류 17개 대분류,�34개 세분류

[표 2-10]�교통유발계수 변화�

3)�해외사례

세계대부분의도시에서교통유발시설물에대하여다양한형태의부담금을부과하고있다.�

미국에서는 ITE(Institute�of�transportation�Engineers)에서 제시하는유발원단위계수

(Trip�generation)를주로이용하며,�이 외에도토지용도별면적,�현재및장래의교통소통

상태의 서비스 수준(LOS)�등을 기본지표로 이용하고 있다.�프랑스 파리에서는 교통유발

지표들이인건비로대표된다고판단하여,�상/중/하인건비그룹을근거로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가 및 도시
유발부담금
유형

비용 산정 지표 비용부과방식(특징) 비용활용
비용부과
주기

미국

Oregon�

Hillsboro 교통

시설

사용료

(TUF)

ITE�교통유발계수,�Land�Use

(토지용도),�Building�square�

feet(면적),�종사자 수,�배달

업무관련 종사자수,�건물전

면부 면적Front�footage)

시설면적 1,000ft2당

통행을 7가지로 구분

하고,�부과지역내건물

면적에 따라 비용을

차등하여 부과

도로유지 비용,�

도로보수 비용,�

교통시설 유지

및 보수비용 등

매달

Wisconsin�

Milwaukee

ITE�교통유발계수,�Flat� fee

(고정 수수료)

고정수수료(Flat�fee)와

ITE의 교통유발계수의

장점을 혼합한 방법을

이용하여 비용부과

교통시설개선 매년

(표 계속)

[표 2-11]�교통유발부담금 산정 해외사례



02�교통유발부담금제도및 이슈 /�13

국가 및 도시
유발부담금
유형

비용 산정 지표 비용부과방식(특징) 비용활용
비용부과
주기

미국
(계속)

California
Santa�
Monica

교통
영향
부담금
(TIF)

Land�use�and�
circulation�element
(토지용도),�향후 개발
계획,�LOS,�용도별 면적
(업무,�판매시설,�산업단
지,�병원,�호텔,�공원 등
면적,�학교-학생수,�공항
-항공기 대수)

-현재의토지용도와향후개발
계획을 반영한 토지용도를
고려하여 비용부과
-신규개발예정인계획은 교통
시설개선,�승용차이용률감소,�
환경보호개선을위한비용을
부담해야 함

보행시설개선,�
주요 횡단시설
개선,�신규자전거�
도로개선,�대중
교통시설 개선

-

California
San�Diego

통행수요원단위,�
Pass-by� rate(통과교통
비율),�Trip�length(통행
거리),�용도별 면적
(Acres)

-토지용도를 Village�Core
(마을중심),�Village,�non-
village로지역별 차등을두어
비용부과
-통행수요원단위=
(빌딩면적)X(통행원단위)X
(1-통과교통비율)X
(평균통행거리)
-통행수요원단위당 가격
($/TDU)�산정한 비용

지방(local)�교통
시설 건설,�해당
주의 도로환경
개선,�각종교통
개선 프로젝트
투자

매년

California
San�Carlos

ITE�교통유발계수,�LOS
용도별 면적,�평균통행
발생비율,�향후 개발
계획

-신호교차로와비신호교차로의
LOS를첨두와비첨두시간에
대해 조사,�향후 통행
발생을예측하여 단위당비용
부과
-제도시행 후 효과 검증을
위해 LOS를 이용

교통시설개선 -

Washington
Kirkland

ITE�교통유발계수,�토지
용도및 면적,�향후개발
계획,�개발계획을반영한
성장률,�장래통행 예측
(LOS)

-현재의 토지용도 및 개발
계획을 반영한 성장률을
파악하여 비용부과
-도시내부와외부를구분하여
비용을 차등하여 부과

도로및보행시설
보완 및 개선,�
지역내프로젝트
비용,�대중교통,�
보행도로,�공원
시설 개선

-

Oregon
Washington�
County

교통
개발
기금

통행량(Vehicle�trip),�통행
거리,�토지용도,�건설비용
지표(Construction�Cost�
Index),�임금지표
(Employment�Cost�
Index),�부동산시장가치
(Real�Market�Value)

-교통개발세 산정 시 인플레
이션 고려
-지표들은 5년간의 이동평균
법에기초한세율(5년간평균
변화율)을 계산하여 적용
-건설비용,�임금지표 부동산
가치 변화율을 가중 평균한
값을 이용

보행시설개선,�
주요 횡단시설
개선,�신규자전거�
도로,�대중교통
시설 개선

매달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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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도시
유발부담금
유형

비용 산정 지표 비용부과방식(특징) 비용활용
비용부과
주기

프랑스 Paris
교통세

(Transport�
Tax)

인건비(high/middle/
low�income�group으로
구분)

지역별 여건에따라차등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세율을결정
하여 비용부과

파리수도권대중
교통시설 재원,�
대중교통 이용
근로자 지원

-

캐나다 Oakville
개발
영향세

토지용도 및 용도별 성
장률,�LOS,�인구수,�비
주거지 바닥면적,�향후
개발계획

-교통분야에만초점을맞추기
보다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비용을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사용
-비용 부과기준은 미국의 예
시와 크게 다르지 않음

교통서비스,�경찰
및 학교시설,�
도서관 시설,�
공원 및 휴양
서비스 개선,�
주차,�소방 및
방재시설

개발 시

주)�LOS(Level�of�Service):�교통소통 상태의 서비스 수준

2_교통유발부담금 이슈

1)�현황 및 문제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1996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교통유발계수가적용되고있어그동안의교통여건변화반영이미흡하고,�도심/외곽등도시

내입지차이반영요구도발생하고있다.�교통유발계수의도시규모구분은인구에따라4개로�

구분되어 있고,�도시 인구규모 100만 명 이상인 도시에 대해서는 동일한 교통유발계수가�

적용되고 있어([표 2-5]),�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규모별 교통혼잡 반영이 필요하다.

구분 내용

교통
유발량

�건축법상 동일한 용도로 분류되는 시설물은 같은 교통유발계수 적용
�:�동일한 분류항목이라도 교통유발원단위 차이가 큰 경우 발생

백화점 128.5대/1,000㎡,�마트 238.5대/1,000㎡
교통유발계수 4.48(2012년 교통유발원단위조사,�전국기준)

인구
규모

�구분의 최대치가 100만 명(서울,�부산,�대구 등 동일한 기준 적용)
�� :�현재 인구규모 구분으로는 대도시의 교통 혼잡 반영 어려움

입지
구분

�한 도시내 입지(도심/외곽)에 따른 교통량 차이를 반영하지 않음(일부 지자체 구분 적용 중)
�� :�도매시장,�소매시장,�업무시설,�대형마트 등 입지에 따라 교통유발량 4배 이상 차이
��� 업무시설 [외곽:�전주 전북일보 53.9대/1,000㎡,�도심:�전주 스타저축은행 309.9대/1,000㎡]
�� � 판매시설 [외곽:�롯데마트창원상계점 1,732대/일,�도심:�이마트창원점 8,742대/일]

자료:�교통유발계수 개선방안 지자체 설명회 �교통유발계수 개선 방안 연구(한국교통연구원,�2015)

[표 2-12]�교통유발부담금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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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 쟁점사항

교통유발부담금제도와관련하여 업무담당자설문조사,�민원사례,�관련기사를통한주요

쟁점사항은 [표 2-13]~[표 2-15]와 같으며,�인구규모 세분화,�입지 여건 반영,�용도구분

다양화,�특별시설물관리내용이주를이룬다.�업무담당자와민원인및관련기사모두공통된�

쟁점이슈는 지역여건별로교통영향이 다른 부분을 제대로 반영해야한다는내용이며,�이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지역계수 검토를 주 연구내용으로 설정하였다.

내용 구분

조례를 통한 조정범위를 초과하여 혼잡한 대도시지역은 더 관리할 방안이 없음 인구규모

도시 내 여건에 따른 교통혼잡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입지구분

업종은 다양화되고 있으나 용도가 다양하지 않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용도구분

교통유발계수 조정 시 근거가�명확하지 않음 기타

자료:�교통유발계수 개선방안 지자체 설명회 �교통유발계수 개선 방안 연구(한국교통연구원,�2015)

[표 2-13]�업무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한 주요 쟁점

내용 구분

•동일시설물에도 다양한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실제 적용 시 용도실태조사 필요

•교통유발계수상 용도분류체계와 실제 이용분류 체계의 차이가 존재하여 분류체계 개편 필요

용도
분류

•혼잡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함
입지
구분

•민원인:�낮은 교통유발계수를 적용받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일반인:�교통혼잡이 많은 시설물에는 보다 높은 교통유발계수 적용이 필요함
기타

자료:�교통유발계수 개선방안 지자체 설명회 �교통유발계수 개선 방안 연구(한국교통연구원,�2015)

[표 2-14]�민원사례를 통한 주요 쟁점

내용 구분

•조례상의 조정 범위 이상으로 조정할 방안이 없음

•대규모 복합건축물에는현재교통유발량과는 다른수준의 교통유발로 주변 교통대책 수립 필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또는구역 설정,�교통수요관리 조치 대상물 지정 등강력한 방안필요

특별
시설물

•지역여건별로 교통유발계수는 다르게 설정되어야 함
입지
구분

자료:�교통유발계수 개선방안 지자체 설명회 �교통유발계수 개선 방안 연구(한국교통연구원,�2015)

[표 2-15]�관련기사를 통한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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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통유발부담금 개정안

앞에서언급한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주요이슈를해결하기 위하여도시 및 인구구조의

변화,�시설물 입지 등을 반영하고,�교통혼잡 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한국교통연구원,� ‘교통유발계수 개선방안 연구’)와 제도 개정이 진행 중이다.

교통유발부담금개정안의주요내용은 [표 2-16]과같다.�현재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바닥면적의합계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로산정되는데,�개선안에서는교통

유발부담금산정시지역가중치의개념이새로도입되었다.�지역가중치란,�개별시설의지역

특성,�입지여건등이반영되지못해교통유발이미미하거나혼잡하지않은지역에불필요

하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줄여주고,�반대로 교통유발과 혼잡이 극심한 지역은 따로 분류

하여교통유발에대한영향을부담하고자제안된개념이다.�지역가중치는지역계수와혼잡

가중치로 구성되며,�지자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도 개정에 따라 지자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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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부담금 산정기준)

� � � (현행)�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범위에서 상향조정

è (개정)�상향조정뿐 아니라 하향조정도 가능

제40조 (가산금 및 독촉)

� � � (현행)�체납된 부담금에 대해 100분의 3의 가산금 부가

è (개정)�체납일수에 따라 가산율을 달리 적용하여 가산금 부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8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내용의 기록ㆍ관리)

� � � (현행)�신설

è (개정)�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 � (현행)�부담금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 [별표4]�도시규모별 교통유발계수(예)

대분류
상세
구분

세분류

도시규모(단위:�명)

100만
이상

50만 이상
∼100만 미만

30만 이상
∼50만 미만

10만 이상
∼30만 미만

근린
생활
시설

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1.68 1.66 1.64 1.12

나  일반음식점 2.56 2.48 1.59 1.48

다  골프연습장 5.00 4.80 2.40 2.12

라
 정구장,�헬스클럽,�볼링장,�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실내골프장

1.80 1.46 1.32 1.06

마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1.16 1.02 1.02

è (개정)�부담금 산정 시 도시규모계수,�지역계수,�혼잡가중치 수정 및 추가

:�부담금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지역계수 X�혼잡가중치�

도시규모계수:�인구규모 4개 à 6개(400만 명 이상,�200만 명 단위 구분 추가)�

� � � � �지역계수:�-50%~100%(지자체 선택사항),�혼잡가중치:�0~100%(지자체 선택사항)

구분
400만
이상

200만 이상
∼400만 미만

100만 이상
∼200만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30만 이상
∼50만 미만

10만 이상
∼30만 미만

현행(평균) - - 1.2 1.0 0.9 0.7

개선안 1.5 1.3 1.2 1.0 0.9 0.7

[표 2-16]�교통유발부담금 개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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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정책�운영�

현황�및�효과

1_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운영 현황

2_교통유발부담금 징수대상자 의견 분석



20�/�서울시교통유발부담금제도개선방안

03ㅣ�교통유발부담금정책운영현황및효과

1_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운영 현황

1)�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

서울시 구별 용도시설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은 2015년 기준 1,200억 원 수준이며,�

강남구가부과건수 18%,�부과금액 17%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다.�이를 용도시설별로

보면,�업무시설의부과건수와부과금액비율이각각�35%,�36%로압도적으로많고,�판매

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부과금액 비율도 높은 편이다.�

구 구분 부과건수(건) 부과건수 비율 부과금액(원) 부과금액 비율
종로구 9,759 4% 6,053,804,110 5%
중구 12,124 4% 11,900,265,111 10%
용산구 5,460 2% 2,877,390,234 2%
성동구 10,610 4% 3,534,784,234 3%
광진구 8,094 3% 2,665,092,190 2%
동대문구 8,267 3% 3,607,885,411 3%
중랑구 7,123 3% 2,071,608,213 2%
성북구 7,772 3% 2,041,299,807 2%
강북구 1,916 1% 1,262,805,780 1%
도봉구 3,328 1% 1,352,865,265 1%
노원구 5,507 2% 2,977,063,942 2%
은평구 5,072 2% 1,337,751,341 1%
서대문구 3,676 1% 2,506,770,631 2%
마포구 14,270 5% 4,657,460,439 4%
양천구 6,257 2% 3,428,515,637 3%
강서구 12,956 5% 4,409,116,039 4%
구로구 7,494 3% 5,699,614,499 5%
금천구 15,535 6% 4,838,001,108 4%
영등포구 6,045 2% 4,973,738,129 4%
동작구 3,965 1% 1,784,422,723 1%
관악구 8,941 3% 2,072,944,547 2%
서초구 24,344 9% 10,392,003,736 9%
강남구 48,065 18% 20,126,953,159 17%
송파구 22,380 8% 11,753,670,687 10%
강동구 12,505 5% 3,236,101,513 3%
합계 271,465 100% 121,561,928,485 100%

자료:�서울시 내부자료(2015년 자료)

[표 3-1]�서울시 구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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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시설 구분 부과건수(건) 부과금액(원) 부과건수 비율 부과금액 비율

근린생활시설 79,199 16,475,032,941 29% 14%

의료시설 15,906 7,881,464,747 6% 6%

교육연구시설 16,147 3,645,980,950 6% 3%

운동시설 728 848,245,067 0% 1%

업무시설 95,593 43,249,822,477 35% 36%

숙박시설 4,680 3,935,495,417 2% 3%

판매시설 16,854 31,704,789,658 6% 26%

위락시설 1,634 1,125,602,997 1% 1%

관람집회시설 1,823 4,078,008,098 1% 3%

전시시설 561 1,516,212,419 0% 1%

공장시설 6,999 372,329,408 3% 0%

창고저장시설 8,802 735,498,127 3% 1%

운수시설 121 996,714,088 0% 1%

자동차관련시설 1,763 701,441,587 1% 1%

방송통신시설 645 1,027,206,301 0% 1%

관광휴게시설 21 150,083,088 0% 0%

기타 18,335 3,118,001,116 7% 3%

합계 269,811 121,561,928,485 100% 100%

비부과 1,654 0

비부과까지 합 271,465 121,561,928,485

자료:�서울시 내부자료(2015년 자료)

[표 3-2]�서울시 용도시설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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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부과건물의혼잡지역입지분포상태를파악하기위하여단위부담금책정의

기반이 되는 시설물규모별로주차1급지와 기타지역으로나누어 분석해보면 [표 3-3]과

같다.�교통유발부담금부과건물중 3천㎡�이하건물은 1급지외지역에,�3천㎡�초과건물은

1급지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연면적 기준 1급지 1급지 외 합계

3천㎡�이하
8,033 9,739 17,772

(45.2) (54.8) (100.0)

3천㎡�초과~3만㎡�이하
3,928 2,827 6,755

(58.1) (41.9) (100.0)

3만㎡�초과
631 296 927

(68.1) (31.9) (100.0)

합계
12,592 12,862 25,454

(49.5) (50.5) (100.0)

주1)�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물 27,909개 중 급지정보,�연면적 정보 매칭이 안 된 2,455개(8.8%)�제외 후
분석함(2,455개의 건물 중 중구의 모든 건물(1,484개)은 연면적 정보 미매칭)

주2)�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임

자료:�서울시 내부자료(2015년 자료)

[표 3-3]�시설물 규모별 급지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물 수
(단위:�개소,�%)

2)�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현황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목적은 교통혼잡 완화이기 때문에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부과하는정책이다.�반면,�‘교통량감축프로그램’은 교통유발부담금부과

시설이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여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할 경우,�경제적

부담을감면시켜주는정책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및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등에서 프로그램과 경감비율 등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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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시설물의 소유자또는제44조에따른조합이 시설물을출입하는교통량을줄이기 위한프로그램을실시하는

경우

�3.�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②�법 제38조 제2호 및 제3호에따라시장은다음각�호의 자에대해서는별표 4의 교통량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경감률에따라부담금을경감할수있다.�다만,�별표 4에도불구하고�교통량감축활동의종류,�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1.�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⑦�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4.� "감축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가.�승용차부제 나.�주차수요관리 다.�자전거 이용 라.�유연근무제 ��마.�통근버스 운영

��바.�셔틀버스 운영 사.�업무택시제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영 제24조제7항에 따른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이행기준및 경감비율은별표 1과같다.

�②�시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이행환경 등을고려하여 별표 1의 경감비율의 20퍼센트범위 안에서 경감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영 별표 4(비고1)의 산식에

따른다.�다만,�종사자와이용자가참여하는승용차부제운영이 다를경우해당감축프로그램별 경감비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이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표 3-4]�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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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감축프로그램참여는부과시설중참여대상기준이서울시조례로지정되어있다.�

아래표와같이참여대상기준이 2007년과 2009년 조례개정으로확대되었고,�신청시설물

수와 신청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시설 4,043 4,111 4,345 4,576 5,143 5,529 5,600 9,331 10,622 13,99713,811 13,46213,584 13,33613,395

신청시설 612 618 639 671 702 872 1,018 1,867 2,289 2,371 2,411 2,704 2,950 3,062 3,202

신청률(%) 15.1 15.0 14.7 14.7 13.6 15.8 18.2 20.0 21.5 16.9 17.5 20.1 21.7 23.0 23.9

이행(경감)

시설
410 449 459 589 690 774 976 1,455 1,635 2,045 2,078 2,302 2,145 2,138 2,227

*� ’07.3.8�조례개정으로 대상시설 확대(총면적 3천㎡→�1천㎡�&�주차면수 10면 이상)로 ’08년 대상시설 증가
**� ’09.9.29�조례개정으로 대상시설 확대(총면적 1천㎡�&�주차면수 10면 이상 →�1천㎡)로 ’10년 대상시설 증가
자료:�서울시 내부자료

[표 3-5]�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현황
(단위:�개소)

자료:�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3-1]�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대상 및 참여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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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5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시설물수는 2,227개소이며,�이는

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인 27,909개 건물의 8.0%�수준에불과하다.�교통량감축프로

그램을이행한시설의교통유발부담금최초산정액은 676억 원이고,�교통량감축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경감액은 127억 원으로 18.9%�경감 혜택을 받았다.�

구분
유발부담금
부과시설

프로그램
신청시설

프로그램
이행시설

경감률(%)

종로구 1,089 131� 89� 21.7�

중구 1,484 176� 122� 18.2�

용산구 570 114� 67� 22.9�

성동구 727 130� 113� 27.1�

광진구 896 68� 65� 20.3�

동대문구 1,303 62� 40� 17.8�

중랑구 689 73� 63� 16.4�

성북구 719 83� 56� 23.1�

강북구 488 75� 37� 20.9�

도봉구 505 65� 54� 18.5�

노원구 623 63� 36� 14.9�

은평구 624 114� 22� 28.3�

서대문구 531 77� 61� 26.7�

마포구 1,277 239� 218� 18.1�

양천구 877 86� 70� 19.6�

강서구 1,135 115� 100� 14.4�

구로구 766 243� 166� 24.7�

금천구 656 229� 143� 14.5�

영등포구 1,993 186� 136� 21.8�

동작구 602 152� 46� 20.5�

관악구 1,410 123� 101� 25.4�

서초구 2,546 168� 103� 19.3�

강남구 3,414 146� 111� 17.0�

송파구 1,860 196� 152� 21.4�

강동구 1,125 88� 56� 17.1�

합계 27,909 3,202 2,227� 18.9

자료:�서울시 내부자료(2015년 자료)

[표 3-6]�구별 부과시설 수 및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현황
(단위:�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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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시설물을 용도별로 보면,�업무용도가 1,330건

(59.7%)으로 가장 많고,�근린생활 17.4%.�판매 5.5%�순으로 높다.

구분 이행시설 비율 구분 이행시설 비율

근린 387 17.4% 전시 1 0.0%

의료 99 4.4% 공장 2 0.1%

교육 41 1.8% 창고 2 0.1%

운동 5 0.2% 자동차 4 0.2%

업무 1,330 59.7% 방송 7 0.3%

숙박 48 2.2% 관광 1 0.0%

판매 123 5.5% 기타 149 6.7%

위락 2 0.1% 기타(미분류,�복합) 20 0.9%

집회 6 0.3% 합계 2,227 100.0%

자료:�서울시 내부자료(2015년 자료)

[표 3-7]�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설물의 용도 비율
(단위:�개소)

[표 3-8]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현황을 시설물규모별 주차급지별로분석한 결과이다.�

시설물규모가클수록(연면적이넓을수록)�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참여율이높고참여프로

그램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1급지보다는 1급지 외 지역에서참여율이높은수준이

었으며 시설물 규모가 클수록 1급지와 1급지 외 지역의 참여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3만㎡�초과 건물은 1급지 외 지역의참여율이 58.4%로 절반이상이감축프로그램

을 이행하고 있다.�평균 경감률도 시설물 규모가 클수록 1급지보다는 1급지 외 지역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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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기준 1급지 1급지 외 합계

참여율(%)

3천㎡�이하 2.0 3.3 2.7

3천㎡�초과~3만㎡�이하 12.8 17.8 14.9

3만㎡�초과 34.1 58.4 41.9

합계 7.0 7.8 7.4

평균 참여
프로그램 수(개)

3천㎡�이하 1.18 1.22 1.20

3천㎡�초과~3만㎡�이하 1.35 1.55 1.45

3만㎡�초과 1.76 1.86 1.80

합계 1.42 1.49 1.46

평균 경감률(%)

3천㎡�이하 19.0 17.8 18.2

3천㎡�초과~3만㎡�이하 20.1 21.2 20.7

3만㎡�초과 19.7 24.0 21.6

합계 19.8 20.6 20.2

주1)�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물 27,909개 중 급지정보,�연면적 정보 매칭이 안 된 2,455개(8.8%)�제외 후 분석함

�� � � (2,455개의 건물 중 중구의 모든 건물(1,484개)은 연면적 정보 미매칭)

주2)�참여율(%)�=�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건물 수/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물 수

자료:�서울시 내부자료(2015년 자료)

[표 3-8]�시설물 규모별 급지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현황

참여율 평균 프로그램 수 평균 경감률

자료:�서울시 내부자료(2015년 자료)

[그림 3-2]�급지별 시설물 규모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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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는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건물수를용도별로나누어분석한결과이다.�건물

규모가작은 3천㎡�이하프로그램이행건물수는 1급지외지역에전체의 67.2%가�위치해

있는 반면,�건물 규모가큰 3만㎡�초과 이행 건물 수는 도심지역인 1급지 지역에 전체의

55.4%가�위치해있다.�중간규모인 3천㎡�초과~3만㎡�이하이행건물수는 1급지와 1급지

외 지역에 절반씩 분포하고 있다.

연면적 기준 1급지 1급지 외 합계

업무시설

3천㎡�이하 86 (33.1) 174 (66.9) 260 (100.0)

3천㎡�초과~3만㎡�이하 330 (54.5) 276 (45.5) 606 (100.0)

3만㎡�초과 124 (53.7) 107 (46.3) 231 (100.0)

합계 540 (49.2) 557 (50.8) 1,097 (100.0)

근린시설

3천㎡�이하 55 (33.1) 111 (66.9) 166 (100.0)

3천㎡�초과~3만㎡�이하 79 (44.6) 98 (55.4) 177 (100.0)

3만㎡�초과 22 (88.0) 3 (12.0) 25 (100.0)

합계 156 (42.4) 212 (57.6) 368 (100.0)

판매시설

3천㎡�이하 2 (40.0) 3 (60.0) 5 (100.0)

3천㎡�초과~3만㎡�이하 22 (68.8) 10 (31.3) 32 (100.0)

3만㎡�초과 42 (66.7) 21 (33.3) 63 (100.0)

합계 66 (66.0) 34 (34.0) 100 (100.0)

의료시설

3천㎡�이하 3 (20.0) 12 (80.0) 15 (100.0)

3천㎡�초과~3만㎡�이하 15 (34.1) 29 (65.9) 44 (100.0)

3만㎡�초과 9 (33.3) 18 (66.7) 27 (100.0)

합계 27 (31.4) 59 (68.6) 86 (100.0)

숙박시설

3천㎡�이하 1 (50.0) 1 (50.0) 2 (100.0)

3천㎡�초과~3만㎡�이하 7 (50.0) 7 (50.0) 14 (100.0)

3만㎡�초과 11 (73.3) 4 (26.7) 15 (100.0)

합계 19 (61.3) 12 (38.7) 31 (100.0)

기타시설

3천㎡�이하 11 (32.4) 23 (67.6) 34 (100.0)

3천㎡�초과~3만㎡�이하 50 (37.9) 82 (62.1) 132 (100.0)

3만㎡�초과 7 (25.9) 20 (74.1) 27 (100.0)

합계 68 (35.2) 125 (64.8) 193 (100.0)

합계

3천㎡�이하 158 (32.8) 324 (67.2) 482 (100.0)

3천㎡�초과~3만㎡�이하 503 (50.0) 502 (50.0) 1,005 (100.0)

3만㎡�초과 215 (55.4) 173 (44.6) 388 (100.0)

합계 876 (46.7) 999 (53.3) 1,875 (100.0)
주1)�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물 27,909개 중 급지정보,�연면적 정보 매칭이 안 된 2,455개(8.8%)�제외 후 분석함

�� � � (2,455개의 건물 중 중구의 모든 건물(1,484개)은 연면적 정보 미매칭)

주2)�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임

자료:�서울시 내부자료(2015년 자료)

[표 3-9]�시설물 규모별 용도별 급지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건물 수
(단위:�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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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근린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기타시설

자료:�서울시 내부자료(2015년 자료)

[그림 3-3]�시설물 규모별 용도별 급지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건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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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교통유발부담금 징수대상자 의견 분석

1)�조사 개요

(1)�조사 목적

교통유발부담금징수대상자를대상으로교통유발부담금제도에대한인식과교통유발부담금�

강도에대한의견,�교통량감축프로그램참여현황및참여이유,�프로그램개선방안등을

파악하여 향후 교통유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2)�조사 방법

징수현황자료를 토대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건물용도,�급지별로

표본을구성했으며,�서울시 소재교통유발부담금납부대상건물의 건물주또는관리자를

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조사대상건물의건물주또는관리자를전화로사전연락

하여조사협조를구한후방문면접조사를원칙으로하고,�전화및 FAX,�이메일을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했다.�조사는 2016년 10월 21일~11월 2일(20일간)에 이루어졌다.�

(3)�조사 내용

구 분 세부 조사 내용

기초 사항

•�건물 소재지,�건물용도,�건물 특성 관련

: 면적,�이용객 수,�운영요일,�주차가능 대수,�종업원 수 등

•�응답자 관계,�주차급지 등

건물 임차인 관련

•�건물 임차인 존재 여부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임차인 부담 형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임차인과 갈등 경험 정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현황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경험ㆍ참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유형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교통량 감축 효과 정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관련 인식 및 태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 확대 시 감축 프로그램 참여 의향

•�참여 가능 프로그램 유형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교통 혼잡도에 따른 차등 부과에 대한 인식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 내용 등

[표 3-10]�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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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 결과

(1)�표본구성

검증이완료된유효표본수는총340표본이며,�조사응답자중건물주는66명,�건물관리인은

274명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합 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 비참여 모름**

전체 340 165 170 5

업무시설
1급지 55 21 31 3

1급지 외 33 17 16 0

판매시설
1급지 23 12 11 0

1급지 외 36 18 16 2

근린생활시설
1급지 34 16 18 0

1급지 외 25 12 13 0

의료시설
1급지 6 5 1 0

1급지 외 35 16 19 0

관람집회시설
1급지 8 5 3 0

1급지 외 12 6 6 0

교육연구시설
1급지 17 6 11 0

1급지 외 24 13 11 0

숙박시설
1급지 26 13 13 0

1급지 외 6 5 1 0

*�설문응답 기준,�복수용도의 경우 1순위 용도 기준으로 함

**�건물관리자의 경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존재함

[표 3-11]�표본구성

[그림 3-4]�표본의 용도시설별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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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통유발부담금 납부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의 실제 납부 주체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인식의 차이,�교통량

감축의지의차이를알아보기위해임차인유무및교통유발부담금납부방법에대해조사

하였다.�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74%인 251표본이며,�교통유발부담금 납부방법은

임차인이있는경우에도대부분(78%)�건물주가전액부담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시설물의�

용도별로는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숙박시설의경우임차인이부담하는비율이다른용도

시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사례수
건물주가
전액 부담

임차인이 전액 부담
(임대료 별도)

임차인이 일부 부담
(임대료 별도)

임대료에
포함 부과

기타

전체 251 78.5� 11.2� 4.8� 2.8� 2.8�

건물
용도
(1순위)

업무 75 88.0� 4.0� 2.7� 1.3� 4.0�

판매 52 78.8� 3.8� 9.6� 3.8� 3.8�

근린생활 51 80.4� 13.7� 3.9� 2.0� 0.0�

의료 23 60.9� 34.8� 0.0� 0.0� 4.3�

관람집회 15 60.0� 20.0� 6.7� 6.7� 6.7�

교육연구 20 80.0� 10.0� 5.0� 5.0� 0.0�

숙박 15 66.7� 20.0� 6.7� 6.7� 0.0�

급지
1급지 132 81.8� 7.6� 3.0� 4.5� 3.0�

1급지 외 119 74.8� 15.1� 6.7� 0.8� 2.5�

[표 3-12]�납부방법(임차인이 있는 경우)
(단위:�%)�

 구분 사례수
건물주가
전액 부담

임차인이 전액 부담
(임대료 별도)

임차인이 일부 부담
(임대료 별도)

임대료에
포함 부과

기타

급지
(상위
50)

1급지 19 84.2 0.0 5.3 10.5 0.0

1급지 외 17 64.7 11.8 11.8 5.9 5.9

합계 36 75.0 5.6 8.3 8.3 2.8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금액 상위 50개 건물

[표 3-13]�납부방법(상위 50*)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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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건물용도,�급지,�임차인유무에따른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참여/미참여비율은유사하게

나타났으나,�주차가능대수가많을수록프로그램에참여한비율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액 상위 50개의 대규모 건물의 경우,�급지에 관계없이 대부분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 참여 비참여 모름

전체 340 48.5� 50.0� 1.5�

건물용도
(1순위)

업무시설 88 43.2� 53.4� 3.4�

판매시설 59 50.8� 45.8� 3.4�

근린생활시설 59 47.5� 52.5� 0.0�

의료시설 41 51.2� 48.8� 0.0�

관람집회시설 20 55.0� 45.0� 0.0�

교육연구시설 41 46.3� 53.7� 0.0�

숙박시설 32 56.3� 43.8� 0.0�

임차인 유무
있다 251 45.0� 53.4� 1.6�

없다 89 58.4� 40.4� 1.1�

주차가능대수

30대 미만 104 29.8� 68.3� 1.9�

30대~100대 미만 102 41.2� 58.8� 0.0�

100대~300대 미만 58 55.2� 43.1� 1.7�

300대 이상 68 85.3� 11.8� 2.9�

급지
1급지 169 46.2� 52.1� 1.8�

1급지 외 171 50.9� 48.0� 1.2�

[표 3-14]�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단위:�%)�

구분 사례수 참여 비참여 모름

급지
(상위 50)

1급지 25 96.0 4.0 0.0

1급지 외 25 96.0 4.0 0.0

합계 50 96.0 4.0 0.0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금액 상위 50개 건물

[표 3-15]�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상위 50*)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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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

사업장 소재지의
차량통행 감소를
위해 필요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이외에 다른
혜택이 있어서

기타

전체 165 69.1� 27.9� 1.8� 1.2�

건물용도
(1순위)

업무시설 38 89.5� 10.5� 0.0� 0.0�

판매시설 30 80.0� 16.7� 3.3� 0.0�

근린생활시설 28 39.3� 57.1� 0.0� 3.6�

의료시설 21 95.2� 4.8� 0.0� 0.0�

관람집회시설 11 54.5� 27.3� 18.2� 0.0�

교육연구시설 19 42.1� 52.6� 0.0� 5.3�

숙박시설 18 61.1� 38.9� 0.0� 0.0�

급지
1급지 78 61.5� 34.6� 1.3� 2.6�

1급지 외 87 75.9� 21.8� 2.3� 0.0�

[표 3-16]�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분 사례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

사업장 소재지의
차량통행 감소를
위해 필요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이외에 다른
혜택이 있어서

기타

급지
�(상위 50)

1급지 24 66.7 4.2 29.2 0.0�

1급지 외 24 87.5 0.0 12.5 0.0

합계 48 77.1 2.1 20.8 0.0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금액 상위 50개 건물

[표 3-17]�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이유(상위 50*)

(4)�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교통량감축프로그램참여이유로는교통유발부담금감면을위해서가69.1%로제일많으며,�

주차 1급지보다는 1급지외 지역에위치한시설물들이교통유발부담금감면혜택을위해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근린생활과 교육연구 시설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차량통행 감소를 위해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03�교통유발부담금정책운영 현황및 효과/�35

(5)�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효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소재지의 교통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51.5%로

가장많았으나,�효과가없다는 의견도 18.2%로조사되었다.�효과가없다는 의견은의료

시설이 28.6%로가장높았으며,�주차1급지외지역보다 1급지에위치한시설과교통유발

부담금납부액상위 50개의대규모건물이효과가없다는의견이높았다.�이는혼잡지역에�

위치한 대형시설물일수록 상대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효과가 작음을 의미한다.

구분 사례수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평균점수
(5점 만점)

전체 165 18.2� 30.3� 51.5� 3.5�

건물용도
(1순위)

업무시설 38 21.1� 28.9� 50.0� 3.3�

판매시설 30 16.7� 40.0� 43.3� 3.4�

근린생활시설 28 17.9� 21.4� 60.7� 3.6�

의료시설 21 28.6� 33.3� 38.1� 3.1�

관람집회시설 11 9.1� 18.2� 72.7� 3.8�

교육연구시설 19 10.5� 31.6� 57.9� 3.8�

숙박시설 18 16.7� 33.3� 50.0� 3.5�

급지
1급지 78 23.1� 29.5� 47.4� 3.4�

1급지 외 87 13.8� 31.0� 55.2� 3.6�

[표 3-18]�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효과
(단위:�%)�

구분 사례수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평균점수
(5점 만점)

급지
�(상위 50)

1급지 24 25.0 37.5 37.5 3.2

1급지 외 24 20.8 37.5 41.7 3.3

합계 48 22.9 37.5 39.6 3.3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금액 상위 50개 건물

[표 3-19]�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효과(상위 50*)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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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는이유로는참여할만한프로그램이없어서(35.3%),�

참여 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27.1%)순으로높게나타나프로그램개선필요성을확인할

수 있다.

구분 사례수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참여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해 몰라서

참여가
번거로워서

감면 혜택이
너무 적어서

기타

전체 170 35.3� 27.1� 16.5� 5.3� 2.4� 13.5�

건물
용도
(1순위)

업무시설 47 31.9� 21.3� 12.8� 10.6� 6.4� 17.0�

판매시설 27 37.0� 33.3� 18.5� 3.7� 0.0� 7.4�

근린생활시설 31 48.4� 29.0� 9.7� 3.2� 0.0� 9.7�

의료시설 20 25.0� 20.0� 40.0� 0.0� 0.0� 15.0�

관람집회시설 9 33.3� 11.1� 0.0� 22.2� 0.0� 33.3�

교육연구시설 22 31.8� 40.9� 18.2� 0.0� 4.5� 4.5�

숙박시설 14 35.7� 28.6� 14.3� 0.0� 0.0� 21.4�

급지
1급지 88 39.8� 25.0� 9.1� 14.8� 8.0� 3.4�

1급지 외 82 30.5� 29.3� 24.4� 12.2� 2.4� 1.2�

주)�상위 50개 표본 중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2표본의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참여가 번거로워서,�참여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서

[표 3-20]�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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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감면혜택 확대 시 프로그램 참여 의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물의 감면혜택 확대 시 프로그램 참여 의향은 전체적으로

59.1%이며,�주차면수가 많을수록 건물용도별로는 교육연구,�관람집회시설 순으로 참여

의향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현재 프로그램에참여하지 않고 있는 시설물중에서 감면

혜택이 확대되어도 여전히 참여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1.8%로 높은 편이다.

 구분 사례수 참여의향 없다 참여의향 있다 검토 후 결정

전체 340 40.0� 59.1� 0.9�

현재 프로그램
참여여부

참여 165 7.9� 92.1� 0.0�

비참여 170 71.8� 27.6� 0.6�

건물용도(1순위)

업무시설 88 42.0� 55.7� 2.3�

판매시설 59 35.6� 62.7� 1.7�

근린생활시설 59 49.2� 50.8� 0.0�

의료시설 41 46.3� 53.7� 0.0�

관람집회시설 20 30.0� 70.0� 0.0�

교육연구시설 41 24.4� 75.6� 0.0�

숙박시설 32 43.8� 56.3� 0.0�

주차가능대수

30대 미만 104 53.8� 45.2� 1.0�

30대~100대 미만 102 49.0� 51.0� 0.0�

100대~300대 미만 58 32.8� 67.2� 0.0�

300대 이상 68 10.3� 86.8� 2.9�

급지
1급지 169 42.0� 56.8� 1.2�

1급지 외 171 38.0� 61.4� 0.6�

[표 3-21]�감면혜택 확대 시 프로그램 참여 의향
(단위:�%)

 구분 사례수 참여의향 없다 참여의향 있다 검토 후 결정

급지
(상위 50)

1급지 25 4.0 96.0 0.0�

1급지 외 25 4.0 96.0 0.0�

합계 50 4.0 96.0 0.0�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금액 상위 50개 건물

[표 3-22]�감면혜택 확대 시 프로그램 참여의향(상위 50*)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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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참여 가능 프로그램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은 승용차부제(30.0%)와 주차장 유료화(27.5%)가�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숙박시설은 다른 용도시설과는 달리 자전거이용(38.9%)이 가장

많고,�그다음이셔틀버스(16.7%)이며,�교통유발부담금납부액상위 50개의대규모건물의

경우,�승용차부제와주차장유료화이외에나눔카이용(14.6%)의 비중이높게나타났다.

구분 사례수

참여 가능 프로그램(1순위)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

나눔카
이용

통근
버스

셔틀
버스

기타
유연
근무제

없음
주차장
축소

업무
택시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전체 200 30.0� 27.5� 15.5� 5.0� 4.5� 4.5� 4.5� 3.0� 2.5� 1.5� 1.0� 0.5�

프로그램
참여여부

참여 151 29.1� 29.8� 15.9� 6.0� 4.6� 4.0� 2.0� 2.0� 3.3� 1.3� 1.3� 0.7�

비참여 47 31.9� 21.3� 14.9� 2.1� 4.3� 6.4� 10.6� 6.4� 0.0� 2.1� 0.0� 0.0�

건물
용도
(1순위)

업무시설 50 42.0� 36.0� 0.0� 2.0� 4.0� 4.0� 8.0� 2.0� 0.0� 0.0� 0.0� 2.0�

판매시설 37 10.8� 43.2� 13.5� 13.5� 0.0� 2.7� 5.4� 8.1� 0.0� 0.0� 2.7� 0.0�

근린생활시설 29 41.4� 20.7� 13.8� 3.4� 3.4� 6.9� 3.4� 0.0� 0.0� 6.9� 0.0� 0.0�

의료시설 22 27.3� 27.3� 18.2� 4.5� 13.6� 0.0� 9.1� 0.0� 0.0� 0.0� 0.0� 0.0�

관람집회시설 13 46.2� 15.4� 7.7� 7.7� 0.0� 0.0� 0.0� 7.7� 15.4� 0.0� 0.0� 0.0�

교육연구시설 31 29.0� 16.1� 32.3� 0.0� 6.5� 3.2� 0.0� 0.0� 9.7� 3.2� 0.0� 0.0�

숙박시설 18 11.1� 11.1� 38.9� 5.6� 5.6� 16.7� 0.0� 5.6� 0.0� 0.0� 5.6� 0.0�

급지
1급지 97 28.9� 27.8� 12.4� 6.2� 6.2� 7.2� 4.1� 2.1� 0.0� 3.1� 2.1� 0.0�

1급지 외 103 31.1� 27.2� 18.4� 3.9� 2.9� 1.9� 4.9� 3.9� 4.9� 0.0� 0.0� 1.0�

[표 3-23]�참여 가능 프로그램
(단위:�%)�

구분 사례수

참여 가능 프로그램(1순위)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

나눔카
이용

통근
버스

셔틀
버스

기타
유연
근무제

없음
주차장
축소

업무
택시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급지
(상위
50)

1급지 24 20.8 29.2 8.3 12.5 12.5 4.2 4.2 0.0 0.0 0.0 8.3 0.0

1급지 외 24 16.7 37.5 12.5 16.7 4.2 0.0 0.0 12.5 0.0 0.0 0.0 0.0

합계 48 18.8 33.3 10.4 14.6 8.3 2.1 2.1 6.3 0.0 0.0 4.2 0.0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금액 상위 50개 건물

[표 3-24]�참여 가능 프로그램(상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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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교통혼잡도에 따른 차등부과 의견

교통혼잡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차등부과에 찬성하는 의견은 전체적으로 74.7%로

높았다.�숙박시설,�의료시설,�관림집회시설은혼잡도에따른차등부과에반대하는의견이

3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대 모름

전체 340 18.2� 56.5� 22.4� 2.9�

건물용도
(1순위)

업무시설 88 12.5� 68.2� 18.2� 1.1�

판매시설 59 8.5� 74.6� 15.3� 1.7�

근린생활시설 59 23.7� 54.2� 20.3� 1.7�

의료시설 41 12.2� 43.9� 34.1� 9.8�

관람집회시설 20 25.0� 35.0� 30.0� 10.0�

교육연구시설 41 34.1� 48.8� 14.6� 2.4�

숙박시설 32 25.0� 34.4� 40.6� 0.0�

급지
1급지 169 17.8� 57.4� 23.7� 1.2�

1급지 외 171 18.7� 55.6� 21.1� 4.7�

[표 3-25]�교통혼잡도에 따른 차등부과 의견
(단위:�%)�

 구분 사례수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대 모름

급지
(상위 50)

1급지 25 24.0 48.0 28.0 0.0%

1급지 외 25 20.0 52.0 24.0 4.0%

합계 50 22.0 50.0 26.0 2.0%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금액 상위 50개 건물

[표 3-26]�교통혼잡도에 따른 차등부과 의견(상위 50*)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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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사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대상자 의견조사의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교통혼잡도에따른차등부과의견은찬성이 74.7%로조사되어,�교통유발부담금을교통

혼잡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지역계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3-5]�교통혼잡도에 따른 차등부과 의견

②�서울시교통유발부담금전체부과대상중에서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참여하는시설물은�

건물기준으로 8%에불과하고,�참여건물의경감액은 19%�수준이다.�그러나설문조사

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참여 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감면혜택’이 69.1%로 가장

높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혜택

확대 시�48.5%�참여수준에서 59.1%�수준으로높아질것으로조사되었다.�특히,�현재

참여하지 않은 시설물 중에서는 27.6%가�참여 의향을 밝혔다.

구분 내용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건물 비율:�8%

참여 건물 경감액 비율:�19%

설문조사 대상

참여 이유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인 응답 비율:�69.1%

현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48.5%�→�감면혜택 확대 시 참여 59.1%

감면혜택 확대 시 현재 미참여 시설의 27.6%가�참여 의향

[표 3-27]�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관련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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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미참여이유로 ‘참여할만한프로그램이없어서’가�가장많은것

은새로운프로그램발굴및기존의교통량감축프로그램개선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구분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참여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해

몰라서

참여가
번거로워서

감면 혜택이
너무 적어서

기타

전체 35.3� 27.1� 16.5� 5.3� 2.4� 13.5�

[표 3-28]�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미참여 이유 비율
(단위:�%)�

[그림 3-6]�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미참여 이유

④�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소재지의 교통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의견 비율이

51.5%로효과가없다는의견 18.2%보다압도적으로높았으나,�주차 1급지/1급지외의

효과없다는의견은 23.1%/13.8%,�교통유발부담금납부액상위 50개의대규모건물의

경우주차 1급지/1급지 외의 효과없다는의견은 25.0%/20.8%�수준이다.�이는 혼잡

지역에 위치한 대형시설물일수록 상대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효과가 작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통량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3-7]�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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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시사점 요약



04
교통유발량의�
지역적�차이�분석

1_주차급지별 통행속도

2_주차급지별 교통유발원단위

3_주차급지별 도착통행량



44�/�서울시교통유발부담금제도개선방안

04ㅣ�교통유발량의지역적차이분석

1_주차급지별 통행속도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교통유발부담금산정식에새로도입하려는지역가중치를서울시에적용하는것이타당한지�

검토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교통유발량과 직접 연관된 통행속도,�교통유발원단위,�도착

통행량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지역구분은 추후 정책집행을 위한 법제화가 되어야

하며교통유발량에따른혼잡도차이의공간적구분이가능해야하기때문에서울시주차장�

급지를 사례로 선택하였다.�

‘2020�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서울플랜’에서는 [표 4-1]에서 보는바와같이,�도심/부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지구중심으로구분하여 서울의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있으나 구

체적인공간이 설정되어 있지않고,�법적으로정의되지않았기때문에이 연구의검토대상

에서제외하였다.�현재 서울시공간을구체화하는생활권계획이진행되고있지만이 역시

완성된 이후에 검토대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20�서울도시기본계획 2030�서울플랜
[1�도심]�도심 [3�도심]�한양도성,�영등포ㆍ여의도,�강남

[5�부도심]�
ㆍ용산 ㆍ청량리·왕십리
ㆍ상암·수색 ㆍ영등포 ㆍ영동

[7�광역중심]
ㆍ용산 ㆍ청량리·왕십리 ㆍ창동·상계 ㆍ상암·수색
ㆍ마곡 ㆍ가산·대림 ㆍ잠실

[11�지역중심]
ㆍ동북권:�망우,�미아,�상계
ㆍ서북권:�신촌,�공덕,�연신내
ㆍ서남권:�목동,�대림,�사당·남현
ㆍ동남권:�잠실,�천호ㆍ길동

[12�지역중심]
ㆍ도심권:�동대문
ㆍ동북권:�망우,�미아,�성수
ㆍ서북권:�신촌,�마포·공덕,�연신내·불광
ㆍ서남권:�목동,�봉천,�사당·이수
ㆍ수서·문정,�천호·길동*�전략육성중심지:�망우,�상계,�연신내

*�전략육성지:�마곡,�문정

[53�지구중심] [지구중심]
ㆍ기존 지구중심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시 자치구,�주민 의견을고려하여 서울시와의 협의를통해조정
가능

자료:�2030�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특별시,�2014)

[표 4-1]�2020�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서울플랜 중심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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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의대표적인지표가될수있는서울시도로의통행속도를검토한결과,�도심/부도심,�

주차1급지,�주차상한제 지역 등에따라속도의 지역적 차이가보이지 않았다.�또한가로

속도는 불규칙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지역경계 설정이 불가능하여

지역별 차등화의 기준 적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서 수집한 2014년 9월 19일~25일까지의 가로별 통행속도 자료

[그림 4-1]�주차급지별 통행속도

주차1급지와 주변지역의 통행속도를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그림 4-2]~[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통행속도의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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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주차1급지와 주변지역 통행속도(사대문 주변,�청량리,�미아)�

[그림 4-3]�주차1급지와 주변지역 통행속도(신촌,�영등포,�용산·마포,�목동)�

[그림 4-4]�주차1급지와 주변지역 통행속도(강남·서초,�잠실,�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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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주차급지별 교통유발원단위

현행주차급지를기준으로 1급지와 1급지외지역으로구분하여,�시설물용도별로교통유발

원단위를분석하였다.�1급지와 1급지외 지역모두대형마트,�백화점의교통유발원단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특히 1급지에 위치한 대형마트의 교통유발원단위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교통량/건축면적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숙박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

에서는 1급지의교통유발원단위가높게나타났으며,�교통량/연면적으로비교하였을때는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1급지 외 지역에서 교통유발원단위가 높게 나타났다.

시설물
용도

시설물
수(개)

교통량(대/일)
건축면적
(㎡)

연면적
(㎡)

교통량/
건축면적
(대/1,000㎡)

교통량/연면적
(대/1,000㎡)

진입 진출 합계

업무 13 9,277 3,355 12,632 33,090 945,735 381.7 13.4

의료 5 12,080 8,463 20,543 55,044 381,412 373.2 53.9

백화점 14 50,181 43,196 93,377 152,927 1,322,260 610.6 70.6

대형마트 3 9,175 5,714 14,889 18,061 149,307 824.4 99.7

숙박 2 686 0 686 4,739 48,527 144.7 14.1

합계 37 81,399 60,728 142,127 263,861 2,847,242 538.6 49.9

주1)�교통량 조사대상 시설물 중 93개로 분석하였으며,�교통량은 7시~21시 교통량임

주2)�업무시설 1곳은 건축면적이 없어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표준 교통량 및 교통 유발계수 산정방안 2단계 연구”�조사자료,�2015년도 서울시 건축물대장

[표 4-2]�시설물 용도별 교통유발원단위(1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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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용도

시설물
수(개)

교통량(대/일) 건축면적
(㎡)

연면적
(㎡)

교통량/
건축면적
(대/1,000㎡)

교통량/연면적
(대/1,000㎡)진입 진출 합계

업무 14 11,336 7,974 19,310 51,087 755,412 378.0 25.6

의료 8 26,977 20,653 47,630 157,189 1,142,664 303.0 41.7

백화점 17 48,843 17,879 66,722 123,808 1,297,604 538.9 51.4

대형마트 15 45,846 21,168 67,014 97,139 705,146 689.9 95.0

숙박 2 2,835 0 2,835 11,087 104,958 255.7 27.0

합계 56 135,837 67,674 203,511 440,311 4,005,783 462.2 50.8

주1)�교통량 조사대상 시설물 중 93개로 분석하였으며,�교통량은 7시~21시 교통량임

주2)�대형마트 1곳은 건축면적이 없어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표준 교통량 및 교통 유발계수 산정방안 2단계 연구”�조사자료,�2015년도 서울시 건축물대장

[표 4-3]�시설물 용도별 교통유발원단위(1급지 외 지역)

[그림 4-5]�시설물 용도별 급지별 교통유발원단위 비교

또한,�교통유발원단위를 1급지와 1급지 외 지역으로구분하여단위부담금책정의 기반이

되는시설물을규모별로분석해보면,�1급지와 1급지외지역의원단위는유사한수준으로

보이며교통량/연면적의 경우 1급지외 지역이다소높은편이다.�반면교통량/건축면적의

경우 연면적 3만㎡�초과 건물에서 1급지의 교통유발원단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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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기준
시설물 수
(개)

교통량(대/일)
건축면적
(㎡)

연면적
(㎡)

교통량/
건축면적
(대/1,000㎡)

교통량/
연면적

(대/1,000㎡)진입 진출 합계

3천㎡�이하 - - - - - - - -

3천㎡�초과
~3만㎡�이하

7 2,642 1,385 4,027 17,315 173,894 232.6 23.2

3만㎡�초과 30 78,757 59,343 138,100 246,547 2,673,348 560.1 51.7

합계 37 81,399 60,728 142,127 263,861 2,847,242 538.6 49.9

주1)�교통량 조사대상 시설물 중 93개로 분석하였으며,�교통량은 7시~21시 교통량임

주2)�연면적 3만㎡�초과 1곳은 건축면적이 없어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표준 교통량 및 교통 유발계수 산정방안 2단계 연구”�조사자료,�2015년도 서울시 건축물대장

[표 4-4]�시설물 규모별 교통유발원단위(1급지)

연면적 기준
시설물
수(개)

교통량(대/일)
건축면적
(㎡)

연면적
(㎡)

교통량/
건축면적
(대/1,000㎡)

교통량/
연면적

(대/1,000㎡)진입 진출 합계

3천㎡�이하 - - - - - - - -

3천㎡�초과
~3만㎡�이하

13 6,819 353 7,172 30,771 259,511 233.1 27.6

3만㎡�초과 43 129,018 67,321 196,339 409,540 3,746,271 479.4 52.4

합계 56 135,837 67,674 203,511 440,311 4,005,783 462.2 50.8

주1)�교통량 조사대상 시설물 중 93개로 분석하였으며,�교통량은 7시~21시 교통량임

주2)�연면적 3만㎡�초과 1곳은 건축면적이 없어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표준 교통량 및 교통 유발계수 산정방안 2단계 연구”�조사자료,�2015년도 서울시 건축물대장

[표 4-5]�시설물 규모별 교통유발원단위(1급지 외 지역)

[그림 4-6]�시설물 규모별 급지별 교통유발원단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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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주차급지별 도착통행량

지역계수적용검토를위해주차1급지 지역과기타지역의승용차통행량의차이가있는지

분석하였다.�분석방법은건물단위면적당승용차및택시도착통행량을적용하였다.�현재

주차1급지는도로를기준으로 지역이 설정되어 있고,�통행량과건축물면적자료는 ‘동’을

기준으로자료가구축되어있다.�따라서단위면적당통행량검토를위해주차1급지경계에�

걸쳐있는동은제외하고분석하였다.�또한,�도착통행량은행정동을기준으로자료가구축

되어있고,�건축물대장의면적자료는법정동기준으로자료가구축되어있어 1급지구분에�

따른 분석대상지가 최대한 일치하도록 선정하였다([그림 4-7],�[그림 4-8]�참조).�분석에

사용된 동 리스트는 아래 [표 4-5],� [표 4-6]과 같다.�

1급지 구분 동 이름

사대문 주변
저동2가,�을지로5가,�산림동,�입정동,�방산동,�인현동1가,�을지로3가,�

초동,�주교동,�을지로4가,�충신동,�효제동,�종로5가,�연지동,�종로6가

영등포
영등포동6가,�당산동2가,�영등포동8가,�영등포동1가,�영등포동4가,�당산동1가,�영등포동5가,�

영등포동3가,�영등포동2가,�영등포동7가,�당산동3가,�여의도동

강남서초 역삼동,�청담동,�삼성동,�압구정동,�논현동,�반포동,�잠원동,�신사동

마포용산

만리동1가,�남대문로3가,�의주로2가,�만리동2가,�의주로1가,�충정로1가,�서소문동,�순화동,�

중림동,�정동,�소공동,�남대문로2가,�북창동,�태평로2가,�원효로2가,�문배동,�도원동,�효창동,�

용문동,�신계동,�청파동1가,�청파동2가,�서계동,�청파동3가,�원효로1가�

[표 4-6]�분석대상 주차1급지 법정동 리스트

1급지 구분 동 이름

사대문 주변 종로5·6가동,�을지로동

영등포 여의동,�당산1동,�영등포동

강남서초
잠원동,�반포본동,�반포1동,�반포2동,�반포3동,�반포4동,�신사동,�논현1동,�논현2동,�

삼성1동,�삼성2동,�역삼1동,�역삼2동,�압구정동,�청담동

마포용산 소공동,�중림동,�효창동,�용문동,�청파동,�원효로1동

[표 4-7]�분석대상 주차1급지 행정동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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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면적 분석대상 법정동 [그림 4-8]�도착 통행량 분석대상 행정동

교통유발부담금은 [표 2-5]와 같이 17개 대분류 용도에 대해 교통유발계수가 적용되어

부과되고 있다.�교통유발계수가적용되는 17개 대분류에는주거시설이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 분석대상지의 건물면적당 도착통행량 분석을 위해 귀가목적을 제외한 주수단

통행량을적용하였고,�면적은공동주택,�아파트,�주택등주거용도를제외하고산정하였다.�

구분 승용차 통행량 택시 통행량 (승용차+택시)�통행량

1급지

사대문 주변 76,858 39,637 116,496

마포용산 20,267 8,963 29,230

영등포 152,230 48,879 201,109

강남서초 381,483 181,732 563,215

소계 630,838 279,211 910,049

1급지 외 3,816,316 1,154,742 4,971,057

주)�귀가목적을 제외한 주수단통행량

자료:�2016년도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O/D)�현행화 공동사업(2017,�수도권교통본부)

[표 4-8]�분석대상지 도착통행량(귀가목적 제외)
(단위:�통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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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급지

사대문주변 322,973 162,981 1,936,464

마포용산 1,581,584 503,687 4,469,289

영등포 10,722,122 984,976 8,366,120

강남서초 8,651,472 2,797,413 21,645,859

소계 21,278,150 4,449,057 36,417,732

1급지 외 616,591,524 34,465,984 185,137,205

주)�공동주택,�아파트,�주택 등 주거용도가 제외된 면적

자료:�2015년도 서울시 건축물대장

[표 4-9]�분석대상지 면적(주거용도 제외)
(단위:�㎢)�

대지 및 건축면적 단위면적당 통행량은 1급지 지역이 높고,�단위 연면적 기준 통행량은

1급지외지역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이는주차 1급지지역이용적률이높은도심지역

이기 때문에 대지면적이나 건축면적 기준으로는 유발교통량이 많지만,�단위 연면적 기준

으로는 1급지 외 지역의 유발교통량이 많음을 의미한다.

구분 승용차/대지면적 승용차/건축면적 승용차/연면적

1급지

사대문 주변 237.97 471.58 39.69

마포용산 12.81 40.24 4.53

영등포 14.20 154.55 18.20

강남서초 44.09 136.37 17.62

평균 29.65 141.79 17.32

1급지 외 6.19 110.73 20.61

도착 급지 (승용차+택시)/대지면적 (승용차+택시)/건축면적 (승용차+택시)/연면적

1급지

사대문 주변 360.70 714.78 60.16

마포용산 18.48 58.03 6.54

영등포 18.76 204.18 24.04

강남서초 65.10 201.33 26.02

평균 42.77 204.55 24.99

1급지 외 8.06 144.23 26.85

자료:�2016년도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O/D)�현행화 공동사업(2017,�수도권교통본부),
2015년도 서울시 건축물대장

[표 4-10]�단위면적당 도착통행량(귀가목적 제외)
(단위:�통행/1,000㎢·일)�



04�교통유발량의지역적차이 분석 /�53

대규모 쇼핑시설 부근은 일상적인 교통혼잡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앞에서 검토한 주차

급지별 도착통행량을 쇼핑목적에 대해 추가로 분석하였다.�쇼핑목적의 단위면적당 도착

통행량은 대지 및 건축면적,�연면적 모두 1급지 지역이 1급지 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도심의 대형 판매시설의 집중관리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구분 승용차 통행량 택시 통행량 (승용차+택시)�통행량

1급지

사대문 주변 7,322 5,936 13,258

마포용산 220 734 953

영등포 6,568 4,260 10,828

강남서초 19,930 12,854 32,785

소계 34,040 23,784 57,824

1급지 외 178,496 114,893 293,389

자료:�2016년도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O/D)�현행화 공동사업(2017,�수도권교통본부)

[표 4-11]�분석대상지 도착통행량(쇼핑목적)
(단위:�통행/일)

구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급지

사대문주변 21,157 29,208 217,078

마포용산 7,209 51,082 392,137

영등포 75,754 50,316 631,067

강남서초 265,142 94,684 697,418

소계 369,262 225,291 1,937,700

1급지 외 4,549,472 1,495,323 11,415,049

자료:�2015년도 서울시 건축물대장

[표 4-12]�분석대상지 면적(판매시설)
(단위:�㎢)�



54�/�서울시교통유발부담금제도개선방안

구분 승용차/대지면적 승용차/건축면적 승용차/연면적

1급지

사대문 주변 346.08 250.68 33.73

마포용산 30.46 4.30 0.56

영등포 86.70 130.53 10.41

강남서초 75.17 210.49 28.58

평균 92.18 151.09 17.57

1급지 외 39.23 119.37 15.64

도착 급지 (승용차+택시)/대지면적 (승용차+택시)/건축면적 (승용차+택시)/연면적

1급지

사대문 주변 626.66 453.92 61.08

마포용산 132.24 18.66 2.43

영등포 142.93 215.20 17.16

강남서초 123.65 346.25 47.01

평균 156.59 256.66 29.84

1급지 외 64.49 196.20 25.70

자료:�2016년도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O/D)�현행화 공동사업(2017,�수도권교통본부),�
2015년도 서울시 건축물대장

[표 4-13]�단위면적당 도착통행량(쇼핑목적)
(단위:�통행/1,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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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서울시교통유발부담금제도개선방안

1_교통혼잡관리의 목표 상향조정 시 지역계수 적용

지역계수의도입취지는도시내입지(도심/외곽)에따른유발교통량차이를반영하는것이기

때문에서울시에서지역별혼잡도차이를고려하여정책시행중인주차 1급지와기타지역을�

사례로교통유발원단위와가구통행실태조사의승용차및택시도착통행량의차이를검토

하였다.�단위연면적당교통유발원단위분석결과를보면전체적으로 1급지에위치한시설물

보다 1급지 이외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들의 교통유발원단위가 높게 나타났다([표 5-1]).�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승용차와택시통행을 1급지와 기타지역의 단위연면적당도착통행량

으로 비교한 결과도 교통유발원단위와 동일하게 1급지보다 기타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표 5-2]).

구분 시설물 수(개) 교통량/건축면적 교통량/연면적

1급지1) 37 538.6 49.9

1급지 외2) 56 462.2 50.8

주1)�업무시설 1곳은 건축면적이 없어 제외하고 분석함

주2)�대형마트 1곳은 건축면적이 없어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표준 교통량 및 교통 유발계수 산정방안 2단계 연구”�조사자료,�2015년도 서울시 건축물대장
(교통량 조사대상 시설물 중 93개로 분석하였으며,�7시~21시 교통량)

[표 5-1]�급지별 교통유발원단위
(단위:�대/1,000㎡)

도착 급지 (승용+택시)/대지면적 (승용+택시)/건축면적 (승용+택시)/연면적

1급지 42.77 204.55 24.99

1급지 외 8.06 144.23 26.85

주)�통행량:�귀가목적 제외 주수단통행량

자료:�2016년도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O/D)�현행화 공동사업(2017,�수도권교통본부),
2015년도 서울시 건축물대장

[표 5-2]�급지별 단위면적당 승용차/택시 도착통행량(귀가목적 제외)
(단위:�통행/1,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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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교통유발원단위를 단위부담금 책정의 기반이 되는 시설물 규모별로 분석해보면

연면적�기준 ‘3천㎡�초과 3만㎡�이하’와 ‘3만㎡�초과’�모두 1급지보다 기타지역이 높게

나타났다([표 5-3]).�따라서 교통유발원단위가 높은 도심지역에 외곽지역과 차별화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계수를 도입하려던 당초 취지와 반대의 분석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의모든용도시설물에일률적인지역계수도입은적절치않고용도시설별로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연면적 구분
1급지 1급지 외

교통량/건축면적 교통량/연면적 교통량/건축면적 교통량/연면적

3천㎡�이하 - - - -

3천㎡�초과~3만㎡�이하 232.6 23.2 233.1 27.6

3만㎡�초과 560.1 51.7 479.4 52.4

합계 538.6 49.9 462.2 50.8

주1)�교통량 조사대상 시설물 중 93개로 분석하였으며,�교통량은 7시~21시 교통량임

주2)�연면적 3만㎡�초과 1곳은 건축면적이 없어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표준 교통량 및 교통 유발계수 산정방안 2단계 연구”�조사자료,�2015년도 서울시 건축물대장

[표 5-3]�시설물 규모별 급지별 교통유발원단위
(단위:�대/1,000㎡)

또한,�시설물규모별로차등적용하는단위부담금은지속적으로상향조정되어건물규모가�

‘3천㎡�초과~3만㎡�이하’는 2014년 700원에서 2020년 이후 1,400원으로 2배,�건물규모

‘3만㎡�초과’는 2014년 800원에서 2020년 이후 2,000원으로 2.5배가 될 예정이다([표

5-4]).�단위부담금을 ‘3천㎡�이하’의부담금대비대형건물인 ‘3만㎡�초과’의부담금비율로

보면,�2014년 1.14배에서 2020년이후 2.86배로대형건물의단위부담금이더욱가중되도록�

되어 있다([표 5-5]).�반면 ‘3만㎡�초과’�부과건물의 68.1%는 1급지에위치하고 있어([표

5-6])�혼잡지역에가중하는지역계수도입시이중적용의논란이있을수있어신중한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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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2014년 기준

3천㎡�미만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1.0배

3천㎡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1.0배

3천㎡�초과~3만㎡�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2.0배

3만㎡�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2.5배

자료:�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표 5-4]�부과기준별 서울시 단위부담금 변화

부과기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이하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천㎡�초과~3만㎡�이하 1.00� 1.14� 1.29� 1.43� 1.57� 1.71� 2.00�

3만㎡�초과 1.14� 1.43� 1.71� 2.00� 2.29� 2.57� 2.86�

자료:�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표 5-5]�연도별 부과기준별 단위부담금 비중

[그림 5-1]�시설물 규모별 단위부담금 비중 변화

연면적 구분 1급지 1급지 외 합계

3천㎡�이하
8,033 9,739 17,772
(45.2) (54.8) (100.0)

3천㎡�초과~3만㎡�이하
3,928 2,827 6,755
(58.1) (41.9) (100.0)

3만㎡�초과
631 296 927
(68.1) (31.9) (100.0)

합계
12,592 12,862 25,454
(49.5) (50.5) (100.0)

주1)�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물 27,909개 중 급지정보,�연면적 정보 매칭이 안 된 2,455개(8.8%)�제외 후 분석함
�� � � (2,455개의 건물 중 중구의 모든 건물(1,484개)은 연면적 정보 미매칭)
주2)�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임
자료:�서울시 내부자료(2015년 자료)

[표 5-6]�급지별 시설물 규모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물 수
(단위:�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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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준으로 보는 단위상면적당 교통유발원단위는 주차 1급지보다 기타지역이 높아

도심지역을높은계수로차등화하는지역계수도입의타당성이부족해보인다.�이는도심의

교통량 감축을 위한 기존의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공간기준으로보는대지면적또는건축면적당교통유발원단위는도심지역인 1급지가�

기타지역보다높아여전히혼잡관리의필요성이존재한다.�따라서교통유발부담금산정을

위한단위부담금에혼잡지역과비혼잡지역의차등부과개념이상당히반영되어있기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지역가중치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도심 교통수요를 더

낮추고자하는정치적목표가설정되어야한다.�도심에강화된교통수요관리목표가설정

되면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과 가중치 값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건축면적당유발교통량(단위부지면적당총유발교통량)은여전히도심지역인 1급지가

1급지 외보다높기 때문에,�도심지역의유발교통량을더욱줄여야하는정책목표가선행

된다면,�동일한 용도시설물이어도 도심 혼잡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더 높은 지역계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교통혼잡관리 목표가 상향되고 앞서 분석한 주차급지를 기준으로 지역계수 도입이

추진될경우교통유발부담금의변화는어느정도인지개략적인분석을해보았다.�현재서울시

주차급지에대해개선안연구가추진되었는데,�현행 5급지의서울시주차급지체계를대중

교통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여 3급지 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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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급지 내용

1급지 ·�사대문 주변,�신촌,�영등포,�강남·서초,�잠실,�천호, 청량리,�용산·마포,�미아,�목동

2급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주차장중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 중시장이 지정하는주차장

3급지 ·�1ㆍ2ㆍ4ㆍ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4급지
·�지하철환승주차장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 중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5급지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주택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1급지~4급지 주차장중야간주차질서 확립을위하여 야간에한하여 시장이 지정하는주차장

ê

변
경
(안)

급지 내용

1급지 ·�환승역 300m�이내/비환승역 100m�이내+기존 1급지

2급지 ·�환승역 500m�이내/비환승역 300m�이내

3급지 ·�1ㆍ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자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서울연구원(2017)�

[표 5-7]�서울시 주차급지 변경(안)�

[그림 5-2]�주차장 급지 개선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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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통유발부담금(원) 비율
기존 1급지 61,591,954,914 51%
신규 1급지 18,887,400,295 16%

2급지 13,110,176,630 11%
3급지 22,784,525,363 19%
미매칭 5,187,871,283 4%
합계 121,561,928,485 100%

[표 5-8]�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시설물의 주차급지 매칭결과

주차급지를 활용한 지역계수 도입 시 교통유발부담금 변화분석을 위해서는 시설물 용도

및 위치,�면적,�단위부담금이 반영되어야하고,�시설물에대한장래연도 변화를파악하기

어렵기때문에 2015년을기준으로분석하였다.�주차급지는기존주차급지에적용한경우와

급지변경(안)을적용한경우로구분하였고,�지역계수는교통혼잡지역인 1급지에 100%�상향�

적용하고,�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50%�하향 적용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

하였다.�[표 5-8]은 2015년 기준부과대상시설물에기존주차급지체계변경(안)을공간적

으로 매칭한 결과이다.

[그림 5-3]�주차장 급지 내 대상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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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차급지에서 1급지만 100%�상향조정할 경우교통유발부담금이 50.7%�증가되고,�

1급지 외 지역에 50%�하향조정을 추가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증가는 28.1%이다([표

5-9]).�기존주차급지는 1급지를제외한나머지급지의공간적정의가불가능했지만,�주차

급지개선(안)에서의 1~3급지는공간적정의가가능하다.�따라서주차급지개선(안)�적용시�

50%�하향조정을 3급지에만적용하는경우로분석하였다.�주차급지 개선(안)에 지역계수

적용 시 1급지만 100%�상향조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이 66.2%�증가하고,�3급지에만

50%�하향조정 추가 시 교통유발부담금 증가는 56.8%이다([표 5-10]).

구분　 교통유발부담금 (비율) 1안* 2안**

기존 1급지 61,591,954,914 51% 123,183,909,828 123,183,909,828

기존 1급지 외 54,782,102,288 45% 54,782,102,288 27,391,051,144

미매칭 5,187,871,283 4% 5,187,871,283 5,187,871,283

합계 121,561,928,485　 100%
183,153,883,399 155,762,832,255
최대 50.7%�증가 최대 28.1%�증가

*�1안:�1급지 100%�상향,�1급지 외:�지역계수 유지

**�2안:�1급지 100%�상향,�1급지 외:�50%�하향

[표 5-9]�기존 주차급지에 지역계수 적용 시 교통유발부담금의 변화(2015년 기준)
(단위:�원)

구분　 교통유발부담금 (비율) 1안* 2안**

1급지 80,479,355,209 66% 160,958,710,418 160,958,710,418

2급지 13,110,176,630 11% 13,110,176,630 13,110,176,630

3급지 22,784,525,363 19% 22,784,525,363 11,392,262,682

미매칭 5,187,871,283 4% 5,187,871,283 5,187,871,283

합계 121,561,928,485 100%
202,041,283,694 190,649,021,012

최대 66.2%�증가 최대 56.8%�증가

*�1안:�1급지 100%�상향,�2·3급지:�지역계수 유지

**�2안:�1급지 100%�상향,�2급지:�지역계수 유지,�3급지:�50%�하향

[표 5-10]�주차급지 개선(안)에 지역계수 적용 시 교통유발부담금의 변화(2015년 기준)
(단위:�원)

그러나새로운주차급지개선(안)은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신규 지하철역등교통변화에

따라즉각적으로적용하기어렵다.�또한환승역거리 기준으로추가된일부 1급지 지역은

혼잡지역이 아닌 경우가 있어 신규 주차급지 개선(안)에 지역계수를 적용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가중시키기에는논리적한계가있다.�따라서주차급지에지역계수를도입한다면,�

기존 주차급지 체계가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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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도심지역 대형 판매시설은 집중관리

교통유발원단위를용도시설별로구분해보면자동차의존도가높은의료시설과백화점/판매

시설의 유발원단위는 1급지가 기타지역보다 높아 전체평균과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표

5-11]).�가구통행실태조사의쇼핑통행을단위연면적당도착통행량으로비교한결과역시

전체통행과 반대로 1급지가 기타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5-12]).

시설물
용도

1급지 1급지 외
시설물 수
(개)

교통량/건축면적
(대/1,000㎡)

교통량/연면적
(대/1,000㎡)

시설물 수
교통량/건축면적
(대/1,000㎡)

교통량/연면적
(대/1,000㎡)

업무 13 381.7 13.4 14 378.0 25.6

의료 5 373.2 53.9 8 303.0 41.7

백화점 14 610.6 70.6 17 538.9 51.4

대형마트 3 824.4 99.7 15 689.9 95.0

숙박 2 144.7 14.1 2 255.7 27.0

합계 37 538.6 49.9 56 462.2 50.8

주1)�교통량 조사대상 시설물 중 93개로 분석하였으며,�교통량은 7시~21시 교통량임

주2)�1급지의 업무시설 1곳은 건축면적이 없어 제외하고 분석함

주3)�2급지의 대형마트 1곳은 건축면적이 없어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표준 교통량 및 교통 유발계수 산정방안 2단계 연구”�조사자료,�2015년도 서울시 건축물대장

[표 5-11]�시설물 용도별 급지별 교통유발원단위

도착 급지 (승용+택시)/대지면적 (승용+택시)/건축면적 (승용+택시)/연면적

1급지 156.59 256.66 29.84

1급지 외 64.49 196.20 25.70

자료:�2016년도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O/D)�현행화 공동사업(2017,�수도권교통본부),�
2015년도 서울시 건축물대장

[표 5-12]�급지별 단위면적당 승용차/택시 도착통행량(쇼핑목적)
(단위:�통행/1,000㎢·일)�

한편,�중소형건물과 대형건물의 교통유발원단위를 비교해 보면,�3만㎡�초과 대형건물의

교통유발원단위는 연면적 3천㎡�초과~3만㎡인 중소형 건물에 비해 1.9배~2.41배 크다

([표 5-13]).�대형건물의단위면적당교통량이많은만큼단위부담금도가중되어적용되어야

하나,�2017년 현재 중소형건물과 대형건물의 단위부담금 비율은 1.4배이고 2019년에는

1.5배까지 높아지도록 되어있다.�이는,�대형건물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면 단위부담금을

최소한 교통유발원단위 비율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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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구분
1급지 1급지 외

교통량/건축면적 교통량/연면적 교통량/건축면적 교통량/연면적

3천㎡�초과~3만㎡�이하(A) 232.6 23.2 233.1 27.6

3만㎡�초과(B) 560.1 51.7 479.4 52.4

비율(B/A) 2.41� 2.23� 2.06� 1.90�

[표 5-13]�중소형과 대형시설물의 교통유발원단위 비율
(단위:�대/1,000㎡)

부과기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초과~3만㎡�이하(A)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초과(B)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비율(B/A)� 1.14� 1.25� 1.33� 1.40� 1.45� 1.50� 1.43�

[표 5-14]�중소형과 대형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비율

따라서 현재 도심지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판매시설등대규모특정용도시설의경우여전히도심지역교통유발량이많아집중

관리가필요함을시사한다.�따라서용도시설별교통유발원단위에대해좀더충분한표본

조사가이루어진다면이를바탕으로특정용도시설에한정된지역계수도입여부를검토할

수 있다.

현재서울시는백화점,�쇼핑센터등판매시설(나)의 경우교통유발계수 10.92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대부분의 광역시에서는 판매시설 집중관리를 위해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로�구분하거나,�주차급지를기준으로차등하여적용하고있기때문에판매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지역계수 도입이 가능하다.

[그림 5-4]�도시별 교통유발계수 차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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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교통혼잡을완화하기위해기업체에서자발적으로교통량감축활동에참여하고,�이행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내용은 [표 5-15]와

같다.� 주차장을 모두 없애는 경우(50%)를 제외하면,� 각� 프로그램의 최대 경감률은

10~30%�수준이다.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최대
경감률

사업내용 비고

1
승용차부제
(요일제,�
5･2부제)

종사자
이용자

20%
~3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

(요일제 스티커 미부착,�해당일자와 일치하는 차량 제한)

요일제

폐지

(’17.1.1)

2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3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 시 주차요금 부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80%�이상의 주차요금)

개정

(’16.7월)

3
주차장
축소

시설물
소유자

20% 시설물 주차장 축소(최소 10면 이상)
개정

(’16.7월)
30% 부설주차장설치제한지역 법정주차면수대비 50%�이상축소

50% 주차면수 “0”

4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시설물
소유자

10%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운영 및 정보제공
개정

(’16.7월)

5 자전거이용 종사자 20%
자전거 보관소를설치하고소속종사자최소 5%�이상(종사원

100인 이하는 최소 5명 이상)�자전거 이용

6 유연근무제
종사자
(50인
이상)

20%

종사자의 30%�이상이 시차출근(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출근시간 조정)�참여,�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등 실시

개정

(’16.7월)

7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
이상)

25%
기업체가소유차량이나임차한차량을이용하여 종사자의 출․
퇴근 시 교통수단 제공

8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15%
대중교통을이용한종사자및이용자에게기업체소유차량이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한 교통수단 제공

9 업무택시 종사자 20%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은

소속 회사가 정산

개정

(’16.7월)

10
나눔카

이용

종사자
이용자

10% 나눔카 주차면 1면 이상 제공 및 나눔카 이용
개정

(’16.7월)

11 기타
종사자
이용자

10%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자료:�서울특별시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http://s-tdms.seoul.go.kr)

[표 5-15]�서울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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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있는교통량감축프로그램은주차장유료화가 1,059건(33.4%)으로가장많고,

승용차부제 31.3%,�자전거이용 14.2%�순으로 높다.

프로그램 이행 시설물 수 비율

승용차부제 992 31.3%

주차장유료화 1,059 33.4%

주차장축소 34 1.1%

주차유도시스템 14 0.4%

자전거이용 449 14.2%

유연근무제 61 1.9%

통근버스 134 4.2%

셔틀버스 127 4.0%

업무택시 173 5.5%

기타 125 3.9%

합계 3,168 100.0%

자료:�서울시 내부자료(2015년 자료)

[표 5-16]�이행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단위:�개소)

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참여하고이행한시설물은전체부과

시설물 기준으로는 8%,�전체 참여 대상시설물 기준으로는 16.6%에 불과하며,�이행한

시설물에부과된교통유발부담금의경감액은 18.9%�수준이다.�특히 3천㎡�이하의소규모

건물은부과시설기준 2.7%의 저조한참여율을보이고있다.�또한,�각�시설물별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률을 살펴보면,�복수의 프로그램 참여로 경감률이 누적되어도 대부분 40%�

이하의 경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부과시설(A) 대상시설(B) 경감시설(C) 전체 참여율(C/A)
대상시설 중
참여율(C/B)

값 27,909 13,395 2,227 8.0% 16.6%

자료:�서울시 내부자료(2015년 자료)

[표 5-17]�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현황
(단위:�개소)



05�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개선 방안 /�67

경감률(중복적용) 이행 시설 수 비율

10%�미만 333 14.9%

10%�이상~20%�미만 644 28.9%

20%�이상~30%�미만 686 30.8%

30%�이상~40%�미만 454 20.4%

40%�이상~50%�미만 82 3.7%

50%�이상~60%�미만 27 1.2%

62.1% 1 0.0%

합계 2,227 100.0%

자료:�서울시 내부자료(2015년 자료)

[표 5-18]�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분포
(단위:�개소)

따라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혜택을 확대하여 특히 중소규모시설의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방안이필요하다.�두번째로,�교통량감축에효율적이고,�참여가가능한프로그램개발과

혜택 증대를 통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세 번째로,�

복수의프로그램참여를유도하여경감률을높이는노력이필요하다.�3장에서참여가능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의견조사 결과인 [표 3-23],� [표 3-24]를 보면,�

‘승용차부제’와 ‘주차장 유료화’가�절반 이상을차지하지만,�1급지에 위치한상위 50개의

대규모건물의경우,�‘나눔카이용’과 ‘통근버스’의참여가능비율이각각�5%�이하수준에서

12.5%로 높아진다.�따라서 현재 최대경감률이 각각�10%,�25%인 ‘나눔카 이용’과 ‘통근

버스’에 대해 일차적으로 30%�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목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조에서정의하고있는바와

같이 ‘교통혼잡완화’이며,�교통량감축프로그램도교통량자체를줄이기위한프로그램

위주로구성되어있다.�이제는교통량감축을통한교통혼잡완화를넘어,�친환경 교통을

통한대기질개선을목표로해야할시점이다.�교통유발부담금정책목표가 ‘대기질개선’

으로 상향조정된다면 전기차 이용률,�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의 새로운 감면 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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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9.�"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金)"이란교통혼잡을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따라혼잡

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표 5-19]�교통유발부담금의 정의

[그림 5-5]�교통유발부담금의 상위 목표 개념

4_실효성 있는 교통량 감축 효과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2014년 1월 14일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가�일부개정되었다.�조례개정내용중하나로기존�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000원까지 상향

조정되었다([표 5-4]).�시설물규모별로보면,�2014년을기준으로 2020년까지최대 2.5배가

증가되어세입증가가예상되며,�이번 교통유발부담금관련법개정과함께지역계수까지

적용된다면,�교통유발부담금 총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바닥면적 3천㎡,�3만㎡를기준으로단위부담금계산방식이달라

지므로단위부담금변화에따른교통유발부담금을추정하기위해,�부과기준그룹별건물의

평균면적을계산하였다.�2020년의 단위부담금은 2014년을 기준으로부과기준그룹별로

최대 2.5배까지증가하지만([표 5-4)),�건물별용도및시설이현재와같이유지된다면부과

기준 그룹별로 평균 단위부담금은 최대 2.41배,�총 교통유발부담금은 2020년에 1.99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즉,�2014년 현재 1,200억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수준은 다른

계수의 변동없이단위부담금상향만으로도 2020년에는 2배수준인 2,400억(현재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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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기준)�정도 징수된다.�따라서 늘어난 징수액은 교통혼잡 완화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부과기준 면적 합(㎡) 건물 수(개) 평균 면적(㎡)

3천㎡�미만 29,687,825 18,305 1,622　

3천㎡ 6,000 2 3,000

3천㎡�초과~3만㎡�이하 59,729,953 7,149 8,355

3만㎡�초과 172,679,324 964 179,128

합계 262,103,102 26,420 9,921

자료:�서울시 내부자료(건물 27,909개 중 면적 정보가 있는 26,420개 자료:�2015년 자료)

[표 5-20]�부과기준별 평균 건물면적

부과기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미만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천㎡ 700 700 700 700 700 700 700

3천㎡�초과~3만㎡�이하* 700 764 828 892 956 1,020 1,149

3만㎡�초과* 783 965 1,146 1,328 1,510 1,691 1,888

주:�바닥면적이 3천㎡를 초과하는 경우,�3천㎡까지는 단위부담금이 700원이 적용되지만,�3천㎡�초과~3만㎡�이하,�
3만㎡�초과 면적 부분은 [표 5-4]의 단위부담금이 적용된다(예:�바닥면적이 3,500㎡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3,000㎡�×�700원/㎡�+�500㎡�×�800원/㎡)/3,500㎡�=�250만 원/3,500㎡�=�714원/㎡).
이에 시설물 바닥면적이 3천㎡�초과~3만㎡�이하,�3만㎡�초과 그룹에 대해서는 각�그룹의 평균면적을 이용해
평균 단위부담금을 산정하였다.�

[표 5-21]�면적구분별 평균 단위부담금 추정치
(단위:�원/㎡)

부과기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미만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천㎡�초과~3만㎡�이하 1.00� 1.09� 1.18� 1.27� 1.37� 1.46� 1.64�

3만㎡�초과 1.00� 1.23� 1.46� 1.70� 1.93� 2.16� 2.41�

[표 5-22]�면적구분별 예상 단위부담금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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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50원
(3천㎡�미만)

13,153,954 13,153,954 13,153,954 13,153,954 13,153,954 13,153,954 13,153,954

700원(3천㎡�
초과~3만㎡�이하)

42,908,691 46,836,880 50,765,070 54,693,259 58,621,448 62,549,638 70,406,016

800원(3만㎡�초과) 65,499,283 80,683,652 95,868,022 111,052,391126,236,760141,421,129157,865,976

합계 121,561,928 140,674,487159,787,045178,899,604198,012,162217,124,721241,425,947

2014년 대비 증가율 1.00 1.16 1.31 1.47 1.63 1.79 1.99

[표 5-23]�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예상액
(단위:�천 원)

구체적 방법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혜택을 대폭 확대

하여야하며,�혜택을확대할시설물대상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여야한다.�즉,�늘어난

징수액을교통량감축프로그램운영 및모니터링조직과인력비용으로활용하여야한다.�

현재 여건에서는 27,909개의 부과시설물에 대해 모니터링이나 감축 프로그램 이행여부

확인 및 주기적인 교통 유발량 조사 등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증가 세입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운영및모니터링을위한조직과인력비용으로사용함으로써교통

유발부담금의징수목적인교통혼잡완화에좀더직접적으로활용할수있다.�예를들어�

실질적이행효과를파악하고,�새로운프로그램을개발하며,�혜택을좀더세부적으로차등

하여적용함으로써프로그램참여율을높이면궁극적으로교통혼잡완화에기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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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ments�in�the�Regulation�and�Operation�of�Transportation�

Impact�Fees�in�Seoul

Soon-Gwan�KimㆍJee�Eun�Jang

One�of�the�most�important�travel�demand�management�policies�in�

Seoul�is�‘transportation�impact�fees’�enacted�in�1990.�The�impact�fee�

is�based�on�building�floor�area,�unit�fees,�and�multiplier�factor�by�land�

use�group.�Because�the�multiplier�factor�has�not�been�changed�since�

1996,�it�is�announced�to�revise�the�ordinance�reflecting�the�change�of�

urban�environment.�The�objective�of�this�study�is�to�improve�existing�

regulations� in� law� and� operation� of� ‘transportation� impact� fees’�

focusing�on�multiplier�factor.

One�way�to�reflect�the�change�of�urban�environment�is�introduce�the�

new�zoning�factor�classified�by�CBD�and�non-CBD.�This�study�focused�

on�the�difference�analysis�of�transportation�impacts�on�buildings�and�

area�classified�by�the�location�of�CBD�and�non-CBD.�Table�1�shows�that�

unit� trips�of�passenger�car/taxi�arriving�at�non-CBD�buildings�are�

larger�than�that�at�CBD�buildings.�

Location
Destination�Trips

(Passenger�Car+Taxi)/Building�Area (Passenger�Car+Taxi)/Floor�Area

CBD 204.55 24.99

Non-CBD 144.23 26.85

[Table�1]�Destination�Trips�Of�Passenger�Car/Taxi�Per�Unit�Area�By�Location
(Unit:� trip/1,000㎢·day)�



78�/�서울시교통유발부담금제도개선방안

Just�like�destination�unit�trips,�the�unit�traffic�volume�generated�at�

non-CBD�is�larger�than�that�at�CBD(Table�2).�These�results�are�opposite�

to�the�expectation�of�higher�zoning�factor�at�CBD.�

Building�Size
(Floor�Area)

�Location
CBD Non-CBD

Traffic�Volume
/Building�Area

Traffic�Volume
/Floor�Area

Traffic�Volume
/Building�Area

Traffic�Volume
/Floor�Area

Less� than�3,000㎡ - - - -

Above�3,000㎡,
Less� than�30,000㎡� 232.6 23.2 233.1 27.6

Above�30,000㎡� 560.1 51.7 479.4 52.4

Total 538.6 49.9 462.2 50.8

[Table�2]�Traffic�Generation�Per�Unit�Area�By�Building�Size�And�By�Location
(Unit:�Volume/1,000㎡)

Table�3�shows�an�increasing�trend�of�yearly�unit�impact�fee�index�.�

After�the�year�of�2020,�the�unit�impact�fee�index�of�large�building�

group�(above�30,000㎡)�is�scheduled�to�increase�2.86�times.�On�the�

other�hand,�a�68.1%�of�large�building�group�is�located�at�CBD.�This�

means�that�higher�zoning�factor�at�CBD�results�in�imposing�a�severely�

heavy�burden�on�the�large�group�of�buildings�at�CBD.�Therefore,�it�is�

recommended�that�adjusting�upward�the�objective�of�travel�demand�

management�is�prerequisite�to�higher�zoning�factor�at�CBD.

Building�Size
(Floor�Area)

Year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After�2020

Less� than�3,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bove�3,000㎡,
Less� than�30,000㎡� 1.00� 1.14� 1.29� 1.43 1.57� 1.71� 2.00�

Above�30,000㎡� 1.14� 1.43� 1.71� 2.00� 2.29� 2.57� 2.86�

[Table�3]�Yearly�Unit� Impact�Fee� Index�By�Building�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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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Size
(Floor�Area)

Location
Total

CBD Non-CBD

Less� than�3,000㎡
8,033 9,739 17,772
(45.2) (54.8) (100.0)

Above�3,000㎡,
Less� than�30,000㎡�

3,928 2,827 6,755
(58.1) (41.9) (100.0)

Above�30,000㎡�
631 296 927
(68.1) (31.9) (100.0)

Total
12,592 12,862 25,454
(49.5) (50.5) (100.0)

[Table� 4]� Number� Of� Building� Imposed� Transportation� Impact� Fee� On� By� Building� Size� And�
By� Location

(Unit:�number,�%)

�

If�previous�difference�analyses�of�transportation�impacts�on�buildings�

and�area�are�specified�by�land�use�group,�it�is�found�that�the�unit�traffic�

volume� of� shopping� facility� and� destination� shopping� trips� of�

passenger�car/taxi�are�larger�at�CBD�than�at�non-CBD.�Even�though�

generally�higher�zoning�factor�at�CBD�is�not�recommended�in�the�

previous�section,�a�higher�zoning�factor�can�be�applied�to�the�big�

shopping�facilities�at�CBD.

Land�Use�
Category

CBD Non-CBD
Number�
Of�

Facilities

Traffic�Volume
/Building�Area
(Veh/1,000㎡)

Traffic�Volume
/Floor�Area
(Veh/1,000㎡)

Number�
Of�

Facilities

Traffic�Volume
/Building�Area
(Veh/1,000㎡)

Traffic�Volume
/Floor�Area
(Veh/1,000㎡)

Business 13 381.7 13.4 14 378.0 25.6

Hospital 5 373.2 53.9 8 303.0 41.7

Department�
Store 14 610.6 70.6 17 538.9 51.4

Whole�Sale�
Shopping 3 824.4 99.7 15 689.9 95.0

Hotel 2 144.7 14.1 2 255.7 27.0

Total 37 538.6 49.9 56 462.2 50.8

[Table�5]�Traffic�Generation�Per�Unit�Area�By�Land�Use�Category�And�By�Location

Location
(Passenger�Car+Taxi)
/Building�Area

(Passenger�Car+Taxi)
/Floor�Area

CBD 256.66 29.84

Non-CBD 196.20 25.70

[Table�6]�Destination�Shopping�Trips�Of�Passenger�Car/Taxi�Per�Unit�Area�By�Location
(Unit:� trip/1,000㎢·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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