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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_지역별 주차정보 제공 서비스 계획

주차장 O2O 서비스 활성화

구분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협력체

심각해져가는 주차난, 주차장 운영 시장 급성장

서울시

광진구

동작구

인천시

부천시

-

-

카카오모빌리티

용산구

한국주차공유

카카오,

한국주차공유

파킹클라우드

서비스

공, 민영 주차장

공, 민영 주차장

민영 주차장

공, 민영 주차장

공영 주차장

공, 민영 주차장

165개소

-

-

25개소

175개소

-

· 실시간주차정보

· 실시간주차정보

· 실시간 주차정보 · 실시간 주차정보 · 실시간 주차정보 · 실시간 주차정보

· 예약, 요금결제

· 예약, 요금결제

· 주차차단기

· 주차차단기

서비스,
욜로케이션

대상

▶ 2016년 한국 주차장 운영 시장 규모는 1조 2,260억 원, 2020년에는 1조 4,660억 원으로 성장
예상 (출처 : VIG 파트너스)

제공

· (주차공간 부족 문제) 2017년 5월 기준, 국내 자가용 등록대수는 2,000만 대로 가구당 1.55대의 차량을

서비스

보유함에 따라 대도심 지역의 경우 주차장 부족 문제로 불법 주차가 횡행하는 등 심각한 도시 교통

원격제어 등

· 모바일 주차요금
결제(카카오페이)

원격제어 등

문제로 부각
- 서울 강남구·종로구 같은 도심 및 상업업무지역의 실질 주차공간 보급률은 70%에 그치고 있음

비고

· ’18년까지
540개소로확대

· 서비스개시예정

· 서비스 개시 예정

· 스마트 전광판* · ’23년까지
운영

500개소로 확대

· ‘17년 중으로
서비스 개시예정

- 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무인 주차장 활성화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에는
부족한 상황

* 이태원 진입로 2개소 등 도로 위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주차장 정보를 제공

· (주차장 운영·관리 문제) 이용자 불편 사항이 많아 도심 지역에서 주차장 이용에 많은 제약사항이 발생
- 지가 상승으로 인한 주차비 문제, 카드 계산 불가·현금만 이용 가능 문제, 영수증 미발급 문제 등

그림 1_서울시 ‘서울주차정보’ 앱

차량 파손 및 훼손 관련 문제 등 다양한 소비자 불만 사항이 발생
· 이러한 주차난의 심화와 주차장 운영·관리가 소홀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해주는 주차장 정보를
공유하는 앱 서비스(주차장 O2O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성장할 것으로 전망

공공-민간 기업간 주차장 정보 제공을 위한 협의 진행
▶ 정부·지자체를 중심으로 주차공간 부족 문제, 주차장 불편사항 등 문제 해결에 앞장
· (주차공간 확보)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이 유로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을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자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만

출처: 서울시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제한
· (주차편의 증진) 서울특별시의 24시간 실시간 주차정보 서비스인 ‘서울주차정보’ 앱, 부천시의 모바일
주차 요금 결제 시스템 등 각 지역별로 이용자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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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_와이즈모바일 ‘파킹박’ 앱(좌) / ‘파킹박앱 주차장 통합관제 솔루션 구성도(우)

민간 O2O 기업의 주차장 정보 제공 서비스 활성화
▶ 카카오의 ㈜파킹스퀘어(파크히어) 인수를 통한 주차장 O2O 서비스 시장 진출로 시장 경쟁
환경이 급변
· 카카오의 주차장 O2O 시장 진입 이전에는 ㈜모두컴퍼니(모두의주차장), ㈜파킹스퀘어(파크히어),
파킹클라우드㈜(아이파킹) 등 빅3 O2O 업체가 시장을 주도
- 하지만, 카카오는 ㈜파크스퀘어(파크히어)를 인수하면서 기존 파크히어의 주차장 검색·예약서비스
외에 카카오톡을 활용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
· 모두컴퍼니 및 파킹클라우드는 새로운 기능 추가 및 서비스 지역 확대를 통해 새로운 경쟁 환경에 대응
- (모두컴퍼니) 이용자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앱 내 예약, 결제 서비스 도입을 검토
- (파킹클라우드) 예약과 결제서비스에 자동 입·출차까지 가능한 주차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

출처: 구글플레이, 와이즈모바일
그림 2_주차장 O2O 앱서비스: 모두의주차장(좌)·아이파킹(중)·파크히어(우)

· (헬로우카) 전문 주차요원이 대리 주차하는 오프라인 발렛파킹 서비스 ‘파킹몬스터’ 출시 준비
- 불법주차, 차량파손 분쟁 등 보험 및 탈세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현금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

Reference
1. 중앙시사매거진,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13190
출처: 구글플레이

2.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78386
3.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2610020622050
4.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241609018&code=920509

▶ 신규 주차 O2O 서비스의 시장 공략 강화 및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로 주차 O2O서비스

5.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3008570207837
6. 일요신문,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65217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7.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9_0014926615&cID=10201&pID=10200

· (와이즈모바일) 주차장 정보앱 ‘파킹박’을 운영. 신개념 주차결제서비스인 무정차 자동결제 후불서비스
오픈, 소규모 주차장 대상 W-Fi 비콘을 활용한 주차관제 통합 솔루션 개발

8.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507150939357
9.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91302109931043007

- 전국 35,000개 주차장 정보(주차가능정보·요금)와 함께 길안내, 주차위치, 주차시간 만료 알람

10.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2809374859888&outlink=1
11.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92702109923811020

서비스, O2O 무인화결제시스템 등을 제공

12.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826021014310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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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_농기계에 센서를 부착한 모습

다양한 계층 대상의 공공부문 위치기반 서비스
확산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정부, 위치기반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공공·대민 서비스로 국민 복지, 안전 및 생활편의 향상에 앞장

▶ (행정안전부) IT 기술 기반의 선진 행정체게 구현 및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시범서비스 실시
· 가족협력형 농촌부모 안전돌보미 서비스, 대국민 인명구조 수색시스템 구축,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서초맵과 연계한 u-공유 커뮤니티 구현 사업 추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

· (가족협력형 농촌부모 안전돌보미 서비스) 실시간으로 부모의 건강정보를 자녀와 공유하여 가족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의 생활 건강 인프라를 개선

· (전주, 휴먼미디어테크, 청각장애인 생활안전서비스) 청각장애인이 착용하는 IT기기로 화재 등 위급한

· (대국민 인명구조 수색시스템 구축) 산악지역의 조난자 정보를 119구조대원에게 모바일 위치정보로
실시간 제공하여 구조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 기여

상황을 진동·경고 화면으로 알려주고, 동시에 가족 등에에 위치 정보를 전송
- 청각장애인 200명에게 디바이스를 보급, 경고등 점멸/진동, 위험 알림, 신속 대피, 위치(문자) 전송

·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출입 위험물 표찰을 비콘(Beacon)으로 대체하여 사고발생 시

등의 기능을 제공

위험물정보(위험물질 종류, 사고대응 방법, 취급요령 등)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여 신속하게 대응
· (U-공유 커뮤니티 구현) 일반주택지역 관리사무소(반딧불센터)에서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택배보관,

그림 5_청각장애인 생활안전 서비스

공구은행, 장난감 대여 등의 생활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생활편리를 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국민 생활 불편해소 서비스 시행
· 안동, 전주, 포천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중소·벤처기업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지원
· (안동, 광진기업, 고령자 농기계 안전운전 서비스) 경운기 등 농기계 앞뒤에 센서 등을 붙여 주의사항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고령자 300명의 농기계에 스마트 디바이스 설치)
- 센서를 통한 후방차량 센싱, 농기계 운전자에게 차량 접근 알림, 농기계 운전자 양보 운전 및
안전운전을 통한 농기계 운전자 보호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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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광명시) 도서관에 비콘시스템을 적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포천, 이노씨앤에스, 장애인 주차관리 서비스)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시청, 보건소, 대형마트 등의 장애인 주차장 100곳에 디바이스를 설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구립공공도서관(연수청학도서관, 연수어린이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해돋이

-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통해 주차위치 확인, 안내받은 구역에 주차, 불법주차 및 불법 적재물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도서관),

광명시(소하도서관)

비콘시스템을

활용한

아이지킴이·열람식

좌석배정

서비스·청구기호 전송서비스 제공
- (아이지킴이 서비스) 자녀의 도서관 방문 및 퇴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알림
- (열람실 좌석배정 서비스) 키오스크 장비를 통해서만 열람실 좌석을 배정하던 방식에서 도서관 내

그림 6_장애인 주차관리 서비스

위치에 제약없이 스마트폰으로 좌석의 배정과 연장이 가능한 서비스
- (청구기호 전송 서비스) 리브로피아 앱을 통해 도서 검색 후 청구기호를 전송하여 자료실 내 도서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고양시) 청소년활동정보 애플리케이션 ‘청냥이’ 서비스 운영
· 관내 청소년에게 수준 높고 유익한 청소년 행사, 정보 및 서비스 등을 신속·정확·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관내 청소년 시설 현황을 위치 기반으로 알 수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위치 기반을 통해 모든
고양시 청소년 행사 정보를 알 수 있는 ‘청소년 행사정보’, 안전하게 내 위치를 알고 전송할 수 있는
‘내 위치전송 서비스’ 등 콘텐츠를 제공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

지자체, 임산부·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 제공

▶ (부산광역시) 부산·김해경전철과 도시철도3호선에 임산부 좌석 양보를 위한 핑크라이트 수신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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