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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onport

개요

본 요약본에서 다루는 내용 
본 요약본은 오클랜드 주차 전략 초안(주차 전략 초안)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의 개요를 다룹니다� 
본 요약본의 목표는 주차 전략 초안에서 많은 사람이 관심 있어 할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AT�govt�nz/parkingstrategy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클랜드에서 주차 공간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주체

오클랜드의 모든 공공 노외 주차장은 오클랜드 
시의회(Auckland Council)에서 관리합니다� 
오클랜드 교통국(Auckland Transport)에서는 
이러한 주차장 중 일부를 대신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 노외 주차 건물을 새로 짓기로 
할 경우, 건설 결정은 오클랜드 시의회에서 
내리며, 일단 건물이 완공되면 오클랜드 

교통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오클랜드 교통국은 오클랜드 내 모든 공공 노상 
주차장을 관리합니다�
개인 소유의 주차장은 자택 소유자, 사업체 
소유자, 노외 주차 건물 소유 기업 등 해당 사유 
재산을 소유한 주체가 관리합니다�

공공 소유 주차장

오클랜드 교통국에서 관리
• 노상 주차
• 오클랜드 교통국에서 관리하는 노외 주차 

구역 및 건물(예: Victoria Street Carpark)
• 환승 주차장

개인 소유 주차장

사유 재산 소유자가 관리
• 주거지 및 사업체의 노외 주차장
• 사기업 소유 노외 주차 구역 및 건물

무엇을 위한 주차 공간이 필요한가요?

차량 주차 자전거 주차 스쿠터 주차 오토바이 주차 택배 차량 주차 승객 승하차 장애인 주차 버스 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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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주차 전략 초안을 작성한 과정 ‘주차 전략 초안’이란? 
본 주차 전략 초안은 오클랜드의 노상 주차장과 오클랜드 교통국에서 통제하는 노외 주차장의 기획, 
공급, 관리, 제거와 관련하여 지침이 되는 원칙과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 초안은 오클랜드의 
전략 교통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2015년 AT 주차 전략(2015 AT Parking Strategy)을 대체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추고, 오클랜드의 성장에 대응하고 그 
성장을 이끌기 위함입니다� 주요 정책적 변화로는 토지 이용 집약화에 대한 집중, 이동 시 개인 
차량이 아닌 다른 수단 이용 장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 그리고 보다 안전한 교통 체계의 
조성이 포함됩니다� 

참여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온라인 설문조사: AT�govt�nz/
parkingstrategy
양식을 요청하시려면 문의 바랍니다�

이메일: parkingstrategy@at�govt�nz

의견은 2022년 5월 15일 일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논의를 원하시나요?
전화: (09) 355 3553 

이메일: parkingstrategy@at�govt�nz

대면 논의를 원하시는 분은 AT�govt�nz/
parkingstrategy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1년 초중반
• 주차 문제 및 기회 파악
• 정책 분석 및 전략적 

협력
• 오클랜드 시의회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ttee)와 워크숍 
진행

2021년 7~8월
• 지역이사회(Local 

Board)들과 워크숍 
진행

• ‘원칙(Principles)’ 및  
‘주차 관리 접근 방안’ 
초안 작성

2021년 9~10월
• 지역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 사항 반영

2021년 11월 초
• 기획위원회, ‘원칙’ 

및 ‘주차 관리 접근 
방안’ 초안 승인

2021년 11~12월
• 주차 사안과 관련해 

오클랜드 주민과의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토론 문서 공개

• 정책 개발

2022년 1~3월
•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 

전략 초안 마련
• 오클랜드 교통국 

이사회(AT Board) 
및 기획위원회로부터 
주차 전략 초안에 대한 
협의 허가 획득

2022년 4~6월
• 주차 전략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
• 지역이사회에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 제공

• 오클랜드 교통국, 의견 
반영 후 초안 변경 예정

2022년 중반 
• 주차 전략 최종안 

승인을 위해 
오클랜드 시의회의 
기획위원회에 제출 

• 승인을 위해 오클랜드 
교통국 이사회에 제출

이후 진행될 사항
•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고 활용하여 

주차 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
• 보내주신 의견, 최종 결정, 주차 전략에 대한 

일체의 변경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준비할 
것입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보고서가 
준비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클랜드 주차 전략 요약(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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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의 교통 체계

전략 교통 목표 
오클랜드 교통국, 오클랜드 시의회, 뉴질랜드 
정부는 오클랜드의 교통 체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전략적 목표들에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개인 차량과 끊임없는 도로 
확충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오클랜드의 
성장을 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효율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탄력성과 지속 가능성 개선 교통 시스템의 
탄력성과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더 나은 이동 방식 활성화 오클랜드 
주민에게 혜택 

연결성 강화 사람, 장소, 상품, 서비스의 
원활한 연결 

안전한 교통 시스템 구축 주민 보호 

성장의 지원 및 활성화

현행 교통 체계의 실태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자동차에 의존하는 지금의 교통 체계가 왜 문제죠?” 그냥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동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음은 개인 차량을 
통한 이동에 크게 의존하는 교통 체계가 가지는 단점입니다�
도로를 더 짓는다고 해도 교통 혼잡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 도로를 확충하여 확보된 도로용량은 금방 

새로운 차량 이동으로 채워집니다�
• 교통 혼잡이 심해지면 사람들은 특정 

시간대에 자동차를 통한 이동을 피하거나, 
대체 경로로 이동하거나, 자동차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합니다� 도로용량이 
늘어나면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자동차로 이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확보된 도로용량은 금세 채워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렇게 새로 발생한 
교통량은 교통 혼잡을 교통망의 
다른 부분으로 퍼뜨리게 됩니다�

개인 자동차 인프라는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 버스 전용차선 하나는 일반적인 도로 

차선보다 4배나 많은 인원을 운송하면서도 
차지하는 공간은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만약 시간당 한 경로로 8,000명의 인원을 
운송하고자 한다면, 일반 차선 4개를 
만들거나 버스 전용차선 1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 필요한 토지가 많아질수록 교통 인프라에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넓은 도로는 또한 

지역사회에서 단절 문제를 일으키며 
주택, 사업, 여가 활동, 공원, 녹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개인 차량 이동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 오클랜드 전체 탄소 배출량 중 43%는 개인 

차량 이동으로 발생합니다�
• 오클랜드 기후 계획(Te Tāruke-ā-Tāwhiri: 

Auckland’s Climate Plan)은 2030년까지 
오클랜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는 전기차가 큰 역할을 할 것이지만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꾼다고 해서 
차량에 의존하는 교통망으로 인한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오클랜드는 대중교통, 
자전거, 걷기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는 오클랜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 

방식을 제한했으며, 개인 차량에 의존하는 
현상을 고착화시켰습니다�

• 많은 곳에서 교통수단 선택지가 제한되어,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몇몇 서비스와 
기회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위협받는 안전과 거주지로서의 매력도
• 현재 오클랜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교통 체계를 바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번잡한 도로와 주차 공간은 
지역사회의 매력도를 떨어뜨립니다�

 ° 이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도보, 자전거, 
스쿠터로 지역을 돌아다니기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넓은 도로는 보행자가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 그리고 넓은 도로는 정원, 공원, 기타 
녹지에 활용할 수도 있는 공간을 
차지합니다�

 ° 번잡한 도로는 소음과 공해가 발생합니다�

오클랜드의 분산된 성장 패턴 - 
도시스프롤(urban sprawl) 현상
• 개인 차량 이용에 의존하는 교통 체계는 

일자리, 상업, 여가 기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개발이 이뤄지도록 부추깁니다� 이러한 
‘확산형(sprawled)’ 성장은 비옥한 농촌 
토지를 잠식했으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투자는 더 넓은 지역으로 
분산됩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자주 
운행하고 큰 도로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 더불어 많은 사람은 출근하고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장거리를 
운전해야 합니다�

• 다양한 이동 수단을 갖춘 교통 체계는 도시 
중심지, 취업 센터, 대중교통 연결망 근처에 
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부추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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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 중요한 이유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인프라에 투자해서 얻는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사람들이 이러한 이동 수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보다 집약적인 토지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주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아래 섹션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주차 관리 관행으로 인한 문제들 주차 관리를 개선하면 좋은 점

현행 주차 관리 관행으로 인한 문제들

주차는 교통 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이러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교육, 여가, 사교 기회에 쉽게 

접근 가능
• 도심 및 상업 지역에 대한 접근 지원
• 상품 배송 및 서비스 차량을 위한 공간(적재 

구역) 제공
• 거동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접근성(장애인 주차)과 직접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개선

일반적으로 주차 공간은 대중교통으로 갈 
수 없는 곳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 체계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타깝게도 오클랜드의 넉넉한 주차 공간 
공급은 몇 가지 중대한 문제의 발생에 
기여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차량 이용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위에서 설명한 현행 교통 체계의 문제들을 
부추김(‘현행 교통 체계가 왜 문제죠?(What’s 
wrong with the current transport 
system?)’ 참고)� 예를 들면 주차는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내 주차 공간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은 저밀도 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도심 스프롤(urban 
sprawl) 현상에 기여할 수 있음�

• 도로 가장자리 공간의 낮은 활용도� 많은 
장소에서 도로 가장자리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현지 지역사회와 많은 대중들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올 것(아래의 ‘주차 
관리를 개선하면 좋은 점’ 참고)�

오클랜드의 교통 체계 - 계속

오클랜드 교통망이 나아갈 길
도시가 사람들에게 보다 우수하고 안전한 이동 방식을 제공하도록, 더욱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도시의 성장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오클랜드 교통국과 그 파트너들은 교통 체계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행 중인 이니셔티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티레일링크(City Rail Link), 이스턴 

버스웨이(Eastern Busway), 라이트레일
(Light Rail)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오클랜드의 대중교통 및 고속 대중교통망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중대한 투자는 현재 열차 
및 버스 서비스와 새로운 버스 서비스들의 
운행 빈도를 높였습니다�

• 오클랜드의 자전거/소형 이동수단 도로망, 
그리고 200km가 넘는 안전한 자전거 시설 
추가 건을 포함한 관련 시설들의 개선 작업이 
향후 10년 동안 이뤄질 예정입니다�

• 핵심 성장 지역 주민들의 이동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역들과 교통 투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집약적인 
개발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의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 비전 제로 안전 체계(Vision Zero Safe 
System) 접근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합적인 과속 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교통망 내 사고다발지역과 기타 고위험 
지역에 대처하기 위해 7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계속해서 대중교통, 자전거, 소형 이동수단 
도로망에 대한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 도로 가격 책정 계획(Congestion 
Question)을 조사하여 교통망 전체에 걸쳐 
교통 혼잡 해결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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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회전율의 상승과 통근자 
주차의 감소
시간 제한 주차 또는 유료 주차 도입 시 
기대되는 이점:
• 주차 회전율이 상승하여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하루 
동안 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 수를 
늘리므로 도심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통근자 주차 차량이 줄어듭니다� 이는 도심과 
주택가 주변의 주차 부담을 줄이고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교통 프로젝트와 관련한 비용 및 공사 
소요 시간 감소
오클랜드 주민들은 계획이 빨리 진척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주차 
관리에 대해 더 나은 접근법을 적용하면 공사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로축을 현재의 경계보다 더 넓히려면 
부동산을 구매하고 해당 경로에 자리한 주택, 
건물, 사업체도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민들의 삶에 큰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계획 완수까지 많은 세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주차에 사용되는 기존 도로의 가장자리 
공간을 활용하면, 부동산을 매수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한 공사량이 제한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즉, 가용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공적자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 가능)�

부동산 개발업체가 주차 비용을 지방세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
도시 난개발 및 저밀도 개발(도시 내 용적률이 
높아지는 대신 외각지대로 확장)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도시개발에 관한 
국가 정책 지침(National Policy Statement 
on Urban Development)’에서는 오클랜드 
시의회에 신규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요구되던 
주차 요건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즉, 신규 
건물에 제공할 구내 주차장 규모를 개발업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침의 의도는 아파트 건물과 같은 보다 
집약적인 건축의 개발을 장려하고, 보다 
압축적인 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개인의 주차 
공간 공급을 줄이는 것입니다(이 모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로 이동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건물 인근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본 주차 전략 초안에서는 
이러한 개발지의 지정주차장 외 주차(overspill 
parking) 편의를 봐주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가장 낮은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더 큰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는 
활동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발업체들에게 주차 비용을 
지방세 납세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더불어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것을 고려 중인 사람들도 
자신의 주차 필요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클랜드에서는 더 이상 야간 도로 주차가 
불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특히 2등급 및 3등급 
관리 장소 – 아래의 주차 관리에 대한 개요적 
접근법 참조)�

주차가 중요한 이유 - 계속

주차 관리를 개선하면 좋은 점

공간 활용성 개선
기존 공간을 버스 전용 차로/T3/T2/화물/교통 
차선, 자전거 도로, 인도로 전환
• 이는 동일 면적의 공간을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타운 및 도시 중심지로 이어지는 도로의 
이용자 운송 수용력을 늘리고 도심에 머물 수 
있는 인구를 늘립니다(방문 가능 인원수는 
주차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 화물 운송, 산업 종사자, 긴급 구조대 요원을 
위해 도로 정체를 완화합니다�

• 이동 시간을 줄이고 예상 소요 시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보행자나 오토바이 운전자와 같은 도로 위 
약자들의 안전을 개선합니다�

더욱 매력적이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공간을 전환
• 더 풍부한 정원과 녹지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인도가 넓어집니다�
• 공공 공간과 거리 시설이 늘어나 사람들이 

어울리고 쉴 공간을 제공합니다�
• 시장 및 야외 식당과 같은 실외 영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폭우 시 범람을 

줄여주는 나무와 식물이 늘어납니다�

기존 공간을 적재 공간이나 장애인 차량, 
자전거, 소형 이동수단(예: 스쿠터)용 주차 
공간으로 전환
• 트럭 운전사와 택배 기사가 업체에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 자전거, 스쿠터와 같은 보다 공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합니다(즉, 사람들이 자전거나 스쿠터를 
주차할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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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전략 초안 요약
주차 전략 초안의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 원칙
주차에 특화된 전략적 방향

정보 제공

방향 결정

전략적 목표
교통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

주차 정책
주차 체계 관리 방침에 대한 자세한 정보

달성에 기여

준수함

전략 교통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저희는 주차 
관리에 대한 개요적 접근법안을 개발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이후 주차 원칙 및 주차 정책
(Parking Principles and Policies)으로 
문서화되었습니다� 
주차 원칙은 주차 관리에 대한 오클랜드 
교통국의 접근법의 방향을 규정하며, 주차 
정책은 실제 현장에서 주차가 관리되는 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각각의 
주차 정책은 최소 하나 이상의 주차 원칙과 
관련되며, 실제 현장에서의 주차 관리 방식은 
주차 원칙 및 주차 정책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 원칙 VI-X는 오클랜드 교통국의 
주차 관리에 대한 등급제 접근법안을 담고 
있으며, 노상 주차 정책(On-Street Parking 
Policy)은 해당 접근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에 따라 오클랜드 전역에서의 주차 관리에 
대한 저희의 접근법은 해당 장소가 속하는 주차 
관리 등급에 따르며, 해당 장소에 대한 정책 
방향과 일치할 것입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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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역 전반에 걸쳐 교통과 토지 활용의 
조합을 평가했으며, 각 구역을 다음의 세 가지 
등급 중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 3등급 – 변화 준비도 높음
• 2등급 – 변화 준비도 중간
• 1등급 – 변화 준비도 낮음

앞으로 10년간 저희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모든 2등급과 3등급 장소에 
대한 주차 관리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등급 도심, 중심가(도심에서 
대중교통으로 45분 이내 
거리)

RTN 역

3등급 - 자동차가 아닌 교통수단으로 
이뤄지는 대부분의 이동을 우선시/
장려하는 방식으로 선제적인 주차 
관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등급 도심, 복합 용도 구역, 
테라스 주택, 아파트, 
경기장, 병원, 3차 교육 
시설

다수의 FTN 노선

2등급 - 지속 가능한 방식의 통근 
수단으로 바꾸는 것을 장려하면서 단기 
주차를 지원합니다.

등급
도시 복합 주택 이하

여러 커넥터 노선 또는 
단일 FTN 노선 이하

1등급 - 책임감 있게 주차를 관리합니다
(예: 문제 발생 시 대응).

주차 전략 초안의 핵심 제안들
아래는 주차 전략 초안에서 다루는 핵심 요소 중 일부의 요약이며,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한다고 
생각되는 변경 사항들을 다룹니다� 아래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주차 관리에 대한 개요적 접근법

 ° 주차 등급으로 오클랜드 분류하기
 ° 전략 교통망에서의 주차 관리

• 주차 원칙

 ° 모든 주차 원칙을 소개
• 주차 정책

 ° 관심도가 높은 핵심 정책 중 일부에 대한 개요 제공
 ° 본 정책들의 핵심적인 측면과 영향 설명

전체 제안서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다음 주소에서 전체 문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T�govt�nz/parkingstrategy�

주차 관리에 대한 개요적 접근법

주차 등급으로 오클랜드 분류하기 
본 전략 초안의 개발 중에 받은 핵심적인 의견 
중 하나는, 장소마다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다르므로 주차에 대한 저희의 접근법이 
오클랜드 전역에서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차 전략 초안의 
접근법은 각 장소 고유의 교통수단 및 토지 이용 
특성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차 관리에 
있어 보다 공평한 접근법이며, 지역의 실태에 
맞는 적절한 주차 중재안을 보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토지 이용 활동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선시하거나 장려하는 방식의 
선제적 주차 관리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선제적(Proactively)’이란 본 전략과 일치하는 
주차 관리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이사회 
및 해당 지역사회와 협력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개발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토지 이용 
활동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대응적 
주차 관리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대응적(Responsively)’이란 일반적으로 
수요 증가나 안전 문제와 같은 주차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당 구역의 교통·토지 
이용 특성이 변화할 때 조치에 나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가장 
적절한 주차 관리 대응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클랜드 주차 전략 요약(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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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 주차 관리 등급

개념도이며 수정될 수 있습니다. 지도는 2031년의 토지 이용 구획 및 
대중교통망 계획에 기반합니다. 주차 관리는 실제 토지 이용 및 교통망 
개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역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지 이용 및 
교통 상황의 변화에 따라 등급이 변경됩니다. 본 계획의 완수는 향후 
10년에 걸쳐 계획되어 있습니다.

3등급 - 수요가 가장 높은 구역에 대한 선제적 주차 관리
2등급 - 수요가 예상되는 구역에 대한 선제적 주차 관리
1등급 - 수요가 높거나 안전 문제가 있는 구역에 대한 대응적 주차 관리

Warkworth와 Wellsford

Silverdale과 Whangaparāoa

Waiheke

Pukekohe



주차 전략 초안의 핵심 제안들 - 계속

주차 관리에 대한 개요적 접근법 - 계속

전략 교통망
전략 교통망(Strategic Transport Network)은 
오클랜드 전역에서 사람과 재화를 운송하는 
주요 교통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로 
도로로 구성되지만 철도, 버스전용도로, 비포장 
자전거 도로 등도 포함됩니다�
전략 교통망은 주어진 공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운송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도로 중 많은 부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조하여 더 빠르고 자주 운행되는 
대중교통을 허용하고 자전거, 소형 이동수단, 
도보를 위한 안전한 전용 인프라를 허용할 
것입니다� 동시에 자동차 이용은 다양한 관리 
체계를 통해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향후 10년간 전략 교통망 
중 약 1/5에 해당하는 도로의 개선 작업이 
제안됩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을 적시에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 교통축을 
현재의 경계선 보다 넓히려면 방대한 규모의 
토지를 구입해야 하며 종종 해당 경로에 자리한 
주택, 건물, 사업체도 철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민들의 삶에 큰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계획 
완수까지 많은 세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주차에 사용되는 기존 도로의 가장자리 
공간을 활용하면, 부동산을 매수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한 공사량이 제한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용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더 신속하게 진척시키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주차 원칙에서는 
전략 교통망에서 주차를 공간 활용에 있어 
최하위 우선순위로 취급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버스노선 개설과 같은 
안전 또는 교통 옵션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은 도로 확충이 아닌 주차 공간의 
용도 변경에 의해 확보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오클랜드 교통국은 현재 해당 프로젝트들과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존될 것입니다�

오클랜드 도로 중 약 15% 정도가 전략 
교통망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향후 10년간 전략 교통망 중 약 20%에  
해당하는 도로의 개선 작업이 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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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 – 전략 교통망

본 지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략적 교통 우선순위를 실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자동차 주차장 제거 
원칙이 적용되는 전략 교통망을 나타냅니다. 현재 향후 10년간 시행이 계획되어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프로젝트들은 아직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가 나타나 있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전략 교통망에 도입될 약 60km에 이르는 자전거/소형 이동수단 
안전 인프라 프로젝트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략 교통망에도 사소한 
변경이 이뤄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지도를 참고하셔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Warkworth와 Wellsford

Silverdale과 Whangaparāoa

Waiheke

Pukekohe

전략 교통망(오클랜드 교통국 도로)
향후 10년간 개선 대상으로 식별된 전략 도로망 구역 (모든 가용 주차 공간 용도 변경 예정)



주차 원칙
향후 10년간 주차 관리 접근법에 지침이 되는 원칙�

도로 교통축의 역할 및 도로 교통축 내 주차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원칙
I. 도로망은 모든 오클랜드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는 
귀중한 공공 자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주차 공간을 공급, 관리할 것입니다�

• 2021년 육상 교통에 관한 정부 정책 지침
(Government Policy Statement for Land 
Transport 2021)

• 2050년 오클랜드 계획(Auckland 
Plan 2050)

• 오클랜드 교통 관련 전략적 목표
• 협정에 의한 기타 전략 기획 문서, 정책, 도구

(퓨처 커넥트(Future Connect), 도로 및 
거리 프레임워크(The Roads and Streets 
Framework) 등)�

II. 정부 및 시의회의 추진 방향에 
부합하려면, 주차 관리 방식이 
다음과 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같은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을 
장려해야 합니다�

• 개인 차량이 아닌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 도로 가장자리 공간을 도움이 되는 다른 
활동에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III. 도로 가장자리 공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할당됩니다�

1�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보장 
및 개선

2� 기존 부동산에 대한 접근성 유지(예: 소유 
부동산을 오갈 수 있는 통로를 유지하고 해당 
소유지에 접근하기 위한 차량 이동도 수용)

3� 사람들의 이동 지원(예: 전략 교통망에 맞춰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이동, 화물 및 일반 
교통을 위한 공간 할당)

4� 벤치, 조경, 나무, 야외 식사 공간과 같은 공공 
공간 개선

5� 장애인 주차
6� 적재 구역, 공유 차량 주차, 자전거 및 소형 

이동수단 주차, 오토바이 주차, 전기차 주차 
등 특수 주차

7� 일반 차량 주차
8� 2013년 9월 이후 이뤄진 개발로 인한 

지정주자창 외 주차(overflow parking) 
편의를 위한 일반 차량 주차
우선 순위 3과 4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략 
교통망에서는 사람들의 이동이 더 
중요하지만 도심 지역에서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IV. 전략 교통망에 따른 도로 가장자리 
활용에 있어 차량 주차장은 우선순위가 
가장 낮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없는 한 사람 및 화물 운송을 늘리는 
프로젝트에 공간을 내줘야 할 경우 
자동으로 그 용도가 변경됩니다�

V. 원칙 I-IV는 아래의 원칙 VI-XIII과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주차 관리 접근법이 오클랜드 전역의 다양한 장소에 적용되는 방식의 
지침이 되는 원칙
VI. 오클랜드는 면적이 넓고 지형이 다채로운 

지역으로, 다양한 수준의 대중교통과 
다양한 토지 이용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주차 시행에 대한 접근법은 각 지역의 
교통 및 토지 이용 특성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조율될 것입니다�

VII. 변화 준비도가 높은 지역(예: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토지 이용 활동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차량 이외의 이동 
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선시/
장려하는 등 선제적 방식으로 주차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오클랜드 교통국 
통제 주차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법이 제안되었습니다�

VIII. 변화 준비도가 중간 정도인 지역에 
대해서는 단기 주차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방식의 통근 수단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IX.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토지 이용 활동이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대응적(즉, 
문제가 발생할 때 대응하는) 방식으로 
주차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X. 지역별 주차 관리 접근법은 대중교통 
및 능동적인 교통망이 개선되고 토지 
이용이 변경(예: 지역 내 토지 사용 
집중화)될 경우 업데이트됩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주차 관리에 대한 접근법을 구현하는 방법의 지침이 되는 원칙
XI. 주차 관리 및 공급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및 지역이사회와 협력하여 주차 
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XII. 지역 사회별로 변화에 대한 수용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차 
관리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개발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XIII. 단, 전략 교통망 관련 프로젝트들은 
다르게 취급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원칙 
IV에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전략 
교통망의 주차 공간을 제거하는 것이 
차량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주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있는 사업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오클랜드 지역사회 전체의 
교통망 기능 개선이라는 혜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주차 관련 
협의는 주차 공간 제거의 이점보다 중요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원칙 XIII은 이러한 안건의 사전 결정된 
요소들에 대한 견해를 요청받는 오클랜드 
주민들의 불만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중의 의견  
수렴/협의 기회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보다 
정직하고 솔직한 방식으로 기대치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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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차 관리 계획
본 정책의 핵심적인 측면 및 영향 
오클랜드 교통국은 종합 주차 관리 
계획(이하 CPMP: Comprehensive Parking 
Management Plan)의 개발을 통해 모든 
대규모(2, 3등급) 주차 변경 사항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 상당한 주차 변경 사항(예: 2등급 및 3등급 

구역 변경 사항)은 CPMP가 채택된 후에만 
시행될 것입니다�

• CPMP는 지역사회 및 관련 지역이사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개발될 것입니다� 일단 
CPMP가 채택되면 해당 CPMP는 이후 
추가적인 협의 없이 시행될 것입니다�

• 오클랜드 교통국에서는 CPMP 개발 방법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 전략 교통망의 주차 차로 용도 변경은 
CPMP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략 교통망 내 주차 공간 제거
본 정책의 핵심적인 측면
• 전략 교통망에서는 오클랜드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창출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이동을 개선하는 시설이 공간 활용에서 
우선시됩니다� 

본 정책의 영향
• 노상 주차장의 용도 변경은 상당한 비용적, 

시간적 이점이 있으므로, 본 정책은 도로를 
확충하거나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바 
없이 사람들의 안전과 이동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예: 버스 노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략 교통망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클랜드 교통국은 현재 해당 프로젝트들과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존될 것입니다�

주차장 운영 수익의 재투자
본 정책의 핵심적인 측면 및 영향
• 주차 요금은 수익의 최대화가 아닌 주차 

수요를 관리하고 교통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해질 것입니다�

• 주차 수익은 주차 관리 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잉여 수익(비용 충당 
후 남은 자금)은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재투자될 것입니다�

등급제 주차 관리 체계 
본 정책의 핵심적인 측면
등급제 주차 관리 체계의 개요를 확인하려면 
주차 등급으로 오클랜드 분류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책의 영향
• 아래 표는 각 등급의 주차 관리에 대해 취해질 

가능성이 높은 접근법을 나타냅니다� 
• 정확히 어떤 중재안이 사용되는지와 해당 

중재안이 사용되는 정확한 때와 장소는 
CPMP의 개발을 통해 명확화될 것입니다�

주차 전략 초안의 핵심 제안들 - 계속

주차 정책 
주차 정책은 오클랜드 교통국이 주차 원칙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주차 체계를 관리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주차 전략 초안에는 총 25개의 정책이 있으며, 각 정책의 제목은 부록 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 정책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전략을 직접 참조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관심도가 높은 핵심 정책 중 일부에 대한 개요입니다� 해당 개요는 많은 사람이 관심 있어 할 
정책의 측면들을 간단하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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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2등급 3등급

노상 주차

• 대응적인 주차 관리� 이는 수요 
증가나 안전 문제와 같은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주차 관리 대응책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예: 
유료 주차)�

• 문제가 없을 경우, 주차 공간의 
관리나 공급에 거의 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 선제적 주차 관리�
• 통근용(예: 출퇴근 및 등하교) 

자차 사용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 시간 제한 주차/단기 주차를 
유지하거나 늘립니다(회전율 
상승 목적)�

• 주차 요금 인상 가능�
• 개인 차량이 아닌 이동 방식의 

이용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주차 공간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선제적 주차 관리�
• 모든 유형의 이동에서 개인 차량 

사용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 주차 요금 인상 및 시간 제한 

주차를 확대합니다�
• 일부 주차 공간의 용도를 

변경하면 개인 차량이 아닌 이동 
방식의 이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외 주차

• 노상 주차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외 주차장을 
유지합니다�

• 중대한 상업적 개발 기회가 있을 
때에만 재개발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차장 공급을 해당 
개발 조건의 일부로 유지합니다�

• 점유율이 높을 때는 점진적으로 
주차 공간을 단기 주차장으로 
전환합니다�

• 장기 주차 요금을 점진적으로 
올립니다�

• 주차를 최적화하여 85% 
점유율을 달성합니다�

• 노상 주차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단기 주차용 노외 
주차장을 유지합니다�

• 입증된 상업적 개발 기회가 있을 
때에만 재개발을 진행합니다�

• 점진적으로 모든 장기 주차장을 
단기 주차장으로 변경합니다�

• 주차를 최적화하여 85% 
점유율을 달성합니다�

• 시장가에 맞게 장기 주차 요금을 
올립니다�

• 시의회 커뮤니티 시설(Council 
Community Facilities) 및 
지역이사회와 협업하여 특히 
해당 시설에서 장기 주차로의 
전환을 피하도록 시의회 
커뮤니티 시설 노외 주차 
자원들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 노상 주차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단기 주차용 노외 
주차장을 유지합니다�

• 노외 주차 시설을 재개발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 모든 장기 주차장을 단기 
주차장으로 변경합니다�

• 주차를 최적화하여 85% 
점유율을 달성합니다�

• 시장가에 맞게 단기 주차 요금을 
올립니다�

• 시의회 커뮤니티 시설(Council 
Community Facilities) 및 
지역이사회와 협업하여 특히 
해당 시설에서 장기 주차로의 
전환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 도구를 구현하도록 
시의회 커뮤니티 시설 노외 
주차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주차 정책 - 계속

환승 주차장
본 정책의 핵심적인 측면
• 환승 주차 서비스는 역까지 자주 운행하는 

지역 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러한 서비스가 드문드문 퍼져있는 
구역에서 대중교통망(주로 RTN: Rapid 
Transit Network)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 환승 주차 시설은 그 공급과 관련된 비용을 
반영하고 대중교통 역에 접근할 다른 방법을 
장려하기 위해 가격이 책정되고 시간이 
조절될 것입니다� 주차 요금은 연간 갱신되며 
다음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 대중교통으로 역까지 가는 비용 및 
대중교통으로 도심까지 가는 비용

 ° 환승 주차장의 주차 등급
 ° 주차 수요(대중교통 이용이 아닌 주변 
활동에 접근하기 위해 환승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 포함)

• 오클랜드 교통국에서는 환승 주차장 
재개발을 장려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오클랜드 교통국은 다른 이동수단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낮아 충분한 수요가 
유지되는 경우에 주차장 보유도 지지합니다�

• 모든 환승 주차장의 추가나 기존 환승 
주차장의 확장은 반드시 역까지 자주 
운행하는 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러한 서비스가 드문드문 퍼져있는 
장소에서만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또한 사업계획서(business case)를 통해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본 정책의 영향
• 오클랜드 교통국에서 환승 주차장에 요금을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들이 개인 차량이 아닌 교통수단으로 
역까지 오도록 장려합니다�

 ° 사람들이 주변 활동을 이용하기 위해 환승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억제합니다(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 환승 주차장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상당한 비용을 반영합니다�

• 몇몇 환승 주차장은 규모가 축소되거나 
제거될 것입니다� 새로운 환승 주차장은 
오클랜드 교통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설립됩니다�

오클랜드 주차 전략 요약(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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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정책 - 계속

주차 다각화
본 정책의 핵심적인 측면
오클랜드 교통국에서는 전략적 교통 목표에 
따라 노상, 노외 주차장의 공급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적재 구역, 장애인 주차, 
다인승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소형 
이동수단을 위한 공간을 우선시함으로서 
이뤄질 것입니다�
본 정책의 영향
특히 도심지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일반 주차장이 다른 유형의 주차장이나 적재 
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본 정책의 핵심적인 측면
오클랜드 교통국은 장애인 카드(mobility card) 
소지자에게 장애인 주차를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접근성을 위해 
적절한 비율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본 정책의 영향
중대한 영향은 없으며 현행 접근법과 
비슷합니다�

주거지 주차 구역
본 정책의 핵심적인 측면 및 영향
• 특정 구역이 주거지 주차 구역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 주거지 주차 구역이 정해지면 주거지 주차증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을 결정합니다�
• 주거지 주차증의 연간 비용은 중앙 정부 정책의 변경이 이뤄지면 인상될 것입니다�
주거지 주차 구역을 정하는 기준

주거지 주차 구역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고려됩니다�
• 해당 구역의 주차 수요가 평균 

피크주차시간(보통 4시간)에 걸쳐 85% 
점유율보다 클 때

• 유료 시간 제한 주차가 이미 해당 구역에서 
제공될 때

• 해당 구역이 2등급 또는 3등급 장소에 
속할 때

주거지 주차증 – 자격 기준

주거지 주차증은 2013년 9월 30일 이후 
허가된 건물에 대해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주거지 주차증 할당 우선순위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외 주차장이 없는 단일 소유권의 주택 

또는 노외 주차장이 없고 194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건물

2� 하나의 노외 주차 공간이 있는 단일 
소유권의 주택

3� 기타 모든 주택 및 타운하우스
4� 아파트

주거지 주차증의 연간 비용

• 현재 주거지 주차증의 연간 비용은 
$70입니다� 이 가격은 현행 법률이 허가하는 
최대 요금인 주차 허가 체계 운영에 드는 행정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비용은 주차 제공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앞으로는 주차 공간의 행정 비용, 유지보수 
비용, 시장가치(예: 해당 주차 공간이 일반 
유료 주차장이었을 경우 창출했을 수익 
대비 손해액)를 고려하여 주차 자산 제공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주차증 가격 책정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면, 주차증 비용은 
인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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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차 전략 초안의 전체 정책 목록

분류 1
공급 및 접근법
1� 주차 기획
2� 주차의 설계 및 제공
3� 주차에 대한 공공 참여
4� 주차 운영
5� 주차장 운영 수익의 재투자

분류 2
노상 주차 및 노외 주차
6� 노상 주차 관리
7� 전략 교통망에서의 주차 관리
8� 노외 주차 관리
9� 환승 주차장 관리
10� 도로 가장자리 공간의 할당
11� 주차 다각화

분류 3
세부적인 차량 분류
12� 자전거 및 소형 이동수단 주차
13� 오토바이 및 모페드 주차
14� 전기차 주차
15� 승차 공유 및 공유 차량 주차
16� 버스 주차
17� 적재 구역
18� 주차 금지 구역
19� 장애인 주차

분류 4
구체적인 상황
20� 임시 변경 사항
21� 학교 근처 주차
22� 이벤트 주차
23� 시의회 커뮤니티 시설 주차
24� 주거지 주차 구역 및 주거지 주차증
25� 주차증, 쿠폰,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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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전략 용어 설명 
용어 정의

2050년 오클랜드 
계획(Auckland 
Plan 2050)

오클랜드의 장기 공간 계획으로서 인구 증가, 공동 번영, 환경 저해와 관련된 오클랜드가 
마주한 문제들과 성장 및 개발의 핵심 구역들을 다룹니다� 다음을 참고하세요� 
aucklandcouncil�govt�nz/plans-projects-policiesreports-bylaws/our-plans-
strategies/auckland-plan/Pages/default�aspx

오클랜드 교통국(AT) 오클랜드 시의회가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교통 체계를 담당합니다�

버스 차고지 버스가 운행 중이 아닐 때 일반적으로 다음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대기하면서 버스를 
주차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버스 차고지는 도로 가장자리나 노외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및 소형 
이동수단

자전거 및 소형 이동수단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소형 이동수단 참고)�

종합 주차 관리 
계획(CPMP: 
Comprehensive 
Parking 
Management Plan)

특정 구역에 대한 계획으로서, 해당 구역의 토지 이용과 접근 특성을 고려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차 관리 요건을 설정합니다�

전기차(EV) 전기로 구동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정의는 Waka Kotahi NZ Transport Agency 웹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s://www�nzta�govt�nz/vehicles/vehicle-types/

FTN(Frequent 
Transit Network)

FTN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한 분류로서, 일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최소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면서 버스 차선이나 신호 우선권과 같은 우선 주행권이 없는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퓨처 커넥트(Future 
Connect)

퓨처 커넥트는 오클랜드 교통 체계의 장기 교통망 계획입니다� 교통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과 가장 중요한 사안 및 기회들을 식별합니다� 이는 우리의 10년 투자 프로그램인 지역 
토지 교통 계획(RLTP: Regional Land Transport Plan)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at�govt�nz/about-us/transport-plans-
strategies/future-connect-auckland-transports-network-plan/

2021년 육상 교통에 
관한 정부 정책 지침
(Government Policy 
Statement for Land 
Transport 2021)

향후 10년간 정부의 교통 부문 투자 우선순위를 설명합니다� 참고: transport�govt�nz/
area-ofinterest/strategy-and-direction/government-policy-statement-on-land-
transport/

미개발지(Greenfield) 농지와 같이 이전에 상당한 개발이 이뤄진 적이 없는 구역을 말합니다�

적재 구역 일반적으로 도로 가장자리와 같이 차량이 정차하여 재화나 사람을 내릴 수 있는 도로 
구역을 말합니다�

소형 이동수단(Micro-
mobility) 

사용자가 직접 운행하며 보통 시속 25km 이하로 움직이는 작고 가벼운 종류의 차량을 
말합니다� 소형 이동수단에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전기스케이트보드, 
공유자전거,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용어 정의

장애인 주차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한 차량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을 말합니다�

오토바이 차량 유형의 정의는 Waka Kotahi NZ Transport Agency 웹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s://www�nzta�govt�nz/vehicles/vehicle-types/

2020년 도시개발에 
관한 국가 정책 지침
(National Policy 
Statement on Urban 
Development 2020)

도시개발에 관한 국가 정책 지침(NPS-UD)은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도시개발 정책 및 
규정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뉴질랜드의 소도시와 도시가 뉴질랜드 내 다양한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필요를 충족하고 제대로 기능하는 도시 환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세한 정보: hud�govt�nz/urban-development/national-policy-statement-on-
urban-development/

환승 주차장 오클랜드 교통국에서 통제하는 노외 주차 구역으로서, 열차, 페리, 버스 정거장과 같은 
핵심적인 대중교통 허브 인근에 위치합니다� 고객들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로 환승합니다� 

노외 주차장 주차 건물이나 기타 노외 주차 구역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공공 노외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오클랜드 시의회가 소유하며 오클랜드 
교통국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승 주차장은 일종의 노외 주차장입니다� 개인 
노외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구내 주차장을 참조하세요� 일부 개인 노외 주차장은 고객 이용 
용도로 제공되며, 때때로 단순히 주차 고객만을 위해 제공되기도 합니다�

노상 주차 일반적으로 가장자리 구역에서 이용 가능한 도로 주차 형태를 말합니다� 오클랜드 
교통국에서는 오클랜드 내 모든 공공 노상 주차장을 관리합니다�

구내 주차장 토지 이용과 관련된 주차를 의미하며, 부속 주차장(ancillary parking)이라고도 합니다�

주차 구내 주차, 노외 주차, 노상 주차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차량의 단기적 또는 장기적인 
일시적 보관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주차 관리 접근법은 오클랜드 
교통국에서 통제하는 노상 주차와 노외 주차에 관한 것입니다� 

주차 - 유료 주차 주차 공간 이용 시 비용이 발생하는 주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한 차량이 해당 
주차 공간에 오래 머무를수록 올라갑니다�

주차 - 주차 구역 – 
주차 제한 적용

주차 구역 한 곳에 더 넓은 구역에 적용되는 주차 규정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각 주차 구역의 
시작과 끝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렬(도로 가장자리) 주차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해당 주차 구역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주차 - 시간제한 차량이 주차 공간을 얼마나 오래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제한을 말합니다� 
시간제한은 분 단위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P5, P10, P30, P60, P120, P180, P240 중 
하나의 기간을 따릅니다�

주차 - 미제한 시간제한과 비용이 없고,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주차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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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전략 용어 설명 - 계속

용어 정의

주차 관리 오클랜드 교통국이 관할권이 있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새로운 주차장의 
공급, 주차장의 제거, 기존 주차장의 관리(예: 특정 장소의 주차 유형 변경)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책 (주차) 오클랜드 교통국에서 주차 원칙을 준수하고 전략적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주차 체계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차 관련 핵심 정책들은 주차 전략에서 다루며, 기타 운영 
관련 정책에는 오클랜드 교통국의 주차 요금 조정 정책이 포함됩니다�

원칙 (주차) 향후 10년간 주차 관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전반적인 주차에 
대한 접근법을 요약합니다� 

대중교통 대중교통이란 오클랜드 교통국에서 제공하는 버스, 열차, 페리 및 기타 주문형 
서비스를 말합니다� 

변화 준비도 특정 지역사회/구역이 개인 차량 이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대체할 준비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과 개인 차량으로 이동할 필요를 줄이는 지역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를 반영합니다� 

지역 토지 교통 계획
(RLTP: Regional 
Land Transport 
Plan)

오클랜드 교통망을 위한 10년 단위 투자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서는 오클랜드 교통국, 
Waka Kotahi NZ Transport Agency, KiwiRail이 특정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10년 단위 
투자 프로그램안을 통해 지역 내 교통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할 구역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참고: at�govt�nz/about-us/transportplans-strategies/regional-land-
transport-plan/

주거지 주차증(RPP: 
Residential Parking 
Permit)

RPZ 참조�

주거지 주차 구역
(RPZ: Residential 
Parking Zone)

주거지 주차증(RPP)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기타 주차 관리 조치들을 면제해주는 허가 
체계를 가진 주차 구역을 말합니다� RPZ는 도로 가장자리 주차에 대한 경쟁적인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거주민이 주거지 주차증을 획득하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불어 각 구역 내 허가되는 주차증의 총합에는 한도가 있으며, 주차증을 
획득하려면 우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가증은 반드시 매해 갱신해야 합니다� 주거지 
주차증은 주차 공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RPZ와 RPP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at�govt�nz/
driving-parking/parking-permits/resident-parking-permits/

대응적인 주차 관리 이는 수요 증가나 안전 문제와 같은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오클랜드 교통국에서 가장 
적합한 주차 관리 대응책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RTN(Rapid Transit 
Network)

RTN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한 분류로서, 일반 통행량과 분리된 교통축을 따라 자주 
운행되는 빠르고 수용력이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용어 정의

전략적 목표 오클랜드 교통 체계의 관리 및 투자의 방향을 지시하는 전략적 목표를 말합니다�

전략 교통망(STN) 전략 교통망(Strategic Transport Network)은 오클랜드 전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로 도로로 구성되지만 철도, 버스전용도로, 비포장 자전거 도로 
등도 포함됩니다�

정부의 탄소배출 감축 
계획(Emissions 
Reduction Plan) 
및 오클랜드 기후 
계획(Te Tāruke-ā-
Tāwhiri)

이 계획들은 우리가 이동하는 방법과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휘발유 및 디젤 차량을 이용하는 대신 다른 저배출 교통 수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mpi�govt�nz/consultations/emissions-reduction-plan/
aucklandcouncil�govt�nz/plans-projects-policiesreports-bylaws/our-plans-
strategies/Pages/te-taruke-a-tawhiri-ACP�aspx

도로 및 거리 
프레임워크(RASF: 
The Roads and 
Streets Framework)

이 프레임워크는 도로 또는 거리의 모든 개발 설계에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람, 
재화, 서비스의 이동뿐만 아니라 인접한 토지 사용의 필요 사항 및 권역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도로 공간이 어떻게 할당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참고: 
at�govt�nz/about-us/transport-plans-strategies/roads-and-streets-framework/

교통 체계 전체 교통 체계를 아우르는 말로서 오클랜드 내 모든 이동 방법을 포함합니다(예: 도로, 차, 
열차, 버스, 버스 차선, 페리, 택시, 화물차, 인도, 스쿠터, 자전거, 자전거 도로)�

이동 방식 사람들이 오클랜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돌아다니는 이동 옵션이 하나 (또는 한 종류) 
이상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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