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걷기좋은서울
시민공모전

  성동구는 준공업지역으로 본 도로에 존재하는 50개의 상가 중 30%가 제조업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많은 자재운반 트럭들이 양방향으로 통행하고 있다. 길의 양 옆으로는 32개의 주차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보행로를 차단하고 있다. 근방에는 3개의 학교와 1개의 유치원이 있어 학생들의 통학로
로 이용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10m폭의 본 도로는 양방향의 대형차 
통행, 양 옆의 지정 주차구역, 도보가 없는 보행자, 통학하는 학생들이 뒤엉켜 매우 혼잡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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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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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특성 
 
도로 폭: 10m 
도로 길이: 200m 
 

도로 현황 
 
1. 차 중심의 보행환경 
 
2. 어린이 보호구역 無 
 
3. 가게 앞 지정주차 
 
4. 양방향 통행 도로 

학생들의 통학로 

준공업지역 

확보되지 않은 보행환경 

혼잡한 양방향통행 도로 

가게 앞 지정주차 공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규칙』 제3조제6항에 의거하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의 정문을 중심을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
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동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72m~212m 거리에 있는 본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
1항, 제2항 그리고 제9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보도와 
도로표지판과 같은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시속 30km 
이하로 운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과속경보 속도표시장치를 설치한다면 효과적으로 
감속을 유도할 수 있다. 대한토목학회, 『회귀형 속도제어 
기법과 효과』 에 따르면 평균 8km/h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m 

212m 

72m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규칙』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본 도로를 일방통
행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있는 
차들과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들로 인해 생기는 혼잡을 
해소할 수 있다. 
   일방통행의 방향은 주변 골목길들의 도로상황을 고려하
여 반시계방향의 순환체계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서->동
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설정한다. 

출처: 네이버지도 

출처: 네이버지도 

② 연무장길 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2. 양방향 통행 ▶ 일방통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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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와 주차공간을 혼합 

3.5m 

3.0m 

2.0m 

   일방통행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주
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도로의 구조 ∙ 시설 기
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 에 의거하여 본 도로를 그
림1, 그림2와 같이 설계하였다. 

사진1: 백제고분로45길 

② 연무장길 

   본 도로에는 16개의 제조업, 10개의 소매업, 8개의 요식
업 가게가 존재한다. 조사 결과 제조업종 상인들은 자재운
반을 위해 주∙정차구역을 필요로 하고, 소매업 및 요식업 
상인들은 유동인구 활성화를 위해 보행로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로 인해, 단순히 아이들과 보행자
의 안전 및 유동인구 활성화를 위해 주차공간을 온전히 보
행로로 바꾸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5길은 사진1과 같이 보
행로가 설계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보행로의 폭을 충분히 
넓게 설계한 후에, 주차공간이 필요한 구역에서는 보행로
를 들여 주차구역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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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보도, 차도의 예시 

그림2: 전체 조망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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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포장변화 

5. 조명 기둥 설치 

출처: 덕수궁돌담길 

출처: www.light11.eu 

② 연무장길 

    『2017 서울시 가로설계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12m이
하 소로에서는 교통정온화 기법으로 도로포장변화를 권장
하고 있다. 다양한 목적에 따라 화강암, 벽돌, 목재, 투수성 
아스팔트 등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바닥포장을 한다. 
포장재료를 달리하여 차량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이라
는 촉각적인 자극과 시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2017 서울시 가로설계 관리 매뉴얼』은 시설물들을 통합하여 
시설물의 도로 점유율 최소화를 권장하고 있다. 보도와 차도를 
구분할 볼라드와 야간에 불을 밝혀줄 조명을 결합하여 운전자
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쉽게 만들어 주야간 모두 안전한 보행
로를 만든다. 즉, ‘걷고 싶은 도로’ 로 개선하여 이미지를 탈바
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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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도로가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으로 개선된다면 아이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성장할 것이다. 또한 본 도로를 토대로 건대입구까지 이어지는 길들을 순차적으로 개선한다면, 
성수역에서 건대입구역까지의 길은 ‘걷고 싶은 길’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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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무장길 

학생들에게는 ‘등교가 즐거운 길‘ 
            주민들에게는 ‘활기찬 길‘ 
            방문객들에게는 ’다시 오고 싶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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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TO THE BASIC 

주최 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