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행당1동 고산자로 10길, 6가길

걷기 좋은 서울 시민 공모전

A. 행당1동 마을계획단

이찬재, 최은경, 한재현

엄마야, 누나야, 행당 걷자!



고산자로 10길

행당1동의 고산자로는 어디?

고산자로 6가길
-위 치 : 성동구 고산자로 6가길

-주변현황 : 북쪽은 고산자로10길과 연결

서쪽은 행당초, 동쪽은 주택가

-도로현황 : 제안 도로길이 148m

노상주차18면,양방통행

고산자로 6가길 (개선제안도로B)

- 위 치 : 성동구 고산자로 10길
- 주변현황 : 북쪽은 소월아트홀, 구립도서관

남쪽은 주민센터와 주택가 입지
- 도로현황 : 제안 도로길이 171m

보행(1.8)+차도(7.0)+보행로(1.8)

고산자로 10길 (개선제안도로A)

개요

어린이공원

행당마을마당

주민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집

소월아트홀광장

소월아트홀

구립 도서관

행당초

무학여고

성동구 행당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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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자로 6가길

도로특성과 문제점지금! 고산자로는 ?

고산자로 10길

- 10길은 왕십리민자역사와 연결되는 행당1동의 중심 이동로

- 10길·6가길은 보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는 지역

- 6가길의 급경사 지역은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문제가 있어

한신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는 아이들과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

시설로 인한 보행불편

보호홀덮개로 인한
보행 및 유모차이동 장애유발

단절된 보행로

사설주차장 입구로 인해
단절된 보행구간

급경사 지역
급경사구간으로 상부위험요소
운전자인지 어려움

보행자 위협
전구간 양방통행과 주차로
안전한 보행이 어려움

전 구간포장재 불균질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포장재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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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을 총회

① 마을 돌아보기

마을의 불편을 불평으로만? 마을계획단과 의제모임

② 마을의제 워크샾

“ 다양한 의제 중 고산자로에 대한 의제가

2016년 2017년 2개년에 걸쳐 제시되었으나

규제와 공사비 등의 검토가 어려워 진행이 어려웠음 ”

마을 안에서 불편했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의견을 교환하며 마을 의제 찾기
- 마을의 불편한 사항을 민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기

-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의제 안건으로 구성

주민총회를 열어 의제를 주민투표에 올리고

우선순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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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편리한 길 고산자로 10길 개선 제안

〮 소월 아트홀 쪽의 보행로(1.8m)를 남쪽 주민센터 보행로의 폭과 합쳐서

총 3.6m 보행 폭을 확대하여 정체성 있고 모두가 편리한 가로 조성

〮 어린이와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 안전 시설 도입
어린이용 라바 신호등과

고보조명

고원식 횡단보도
(험프형)

보행로폭 확대 및 포장재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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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편리한 길 고산자로 10길 개선 제안 아이디어

보행로현황

보행로 현황

이용현황

이용현황

보행제안

개선제안

어린이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

어린이의 취향과 눈높이에 맞추어

라바 신호등과 일단정지 고보조명 설치

보행 편리함과 험프 효과로 안전운전유도

보행로폭 확대 및 포장재의 교체

보행 약자를 위해 보행로폭을 확대하고

노후된 포장재의 교체를 통한 보행 개선

보행로 이용현황 및 개선제안

2.4m 1.2m

제16조 4항(보도)에 따라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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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자로 6가길 개선 제안

스마트 비콘
인지경계

S자형 도로 & 

포장과 색으로 보차분리

스마트 안전비콘

트릭아트 차선 급경사지역 주택용요철포장

〮 차량 일방통행과 보행구간을 구획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

급경사 지역

급경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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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안전한 길



보차로 이용현황

차도의선형

양방향통행

모두가 안전한 길 고산자로 6가길 개선 제안 아이디어

주민이 안전한 우리 동네 길

S자형 일방통행 도로와 보차 분리를 통해

차량의 속도 제어와 보행자 안전 도모

급경사로 인한 위험요소 인지가
어려운 문제해결

도로 요철포장과 트릭아트 차선

차량 운전자의 속도 감속과 경고 운전 유도

보차로 이용현황 및 개선제안

제38조 1항(도로안전시설 등)에 따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격흡수시설 노면요철포장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한 적용

차도의선형

일방 통행

보차로 개선제안

트릭 아트 차선

도로 요철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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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월과 함께 쉬어 가는 길 고산자로 10길 · 6가길 개선 제안

소월을 담은 시의 길 조성

고보조명을 이용한 야간경관 조성

교차로 포인트포장 패턴도입

마을의 정체성을 포장패턴에 적용

포켓쉼터

포인트포장 포켓쉼터
교통약자들의 간이휴게공간 조성

진달래마당 조성

소월의 진달래꽃을 포장패턴에 새겨 넣어

시가 있는 가로로 조성

8 / 10



주민이 함께 걷는 가로

주민이 함께하는 이야기 길 가로활용과 기대효과

- 소월아트홀문화마당과 주민센터 마당

마을행사가 열리는 가로

- 이야기를 만들며 안전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공간

모두를 위한 가로

- 교통약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가로

- 사고 걱정없이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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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으로 확장되는 안전한 문화길 향후계획

- 안전난간 재정비와 옐로우카펫, 안내사인

추가 설치를 통한 어린이 안심통학로 조성

어린이를 위한 안전시설 추가

- 현재 보행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10길과 6가길을

동일한 보차 포장재료 통일로 이동동선의 안전성 확보

고산자로 보행로 연결

- 재건축 예정인 소월아트홀과 문화광장을
연계하여 가로활동 활성화

소월아트홀 연계정비

- 일방통행도로를 주변의 연결도로로 확대

추가적인 보행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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