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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다님

1. 보행자가 안전한 길

2. 상인들의 불법적인 물류 적재가 점차 사라질 수 있는 길

3. 다양한 연령층의 유동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길

WHAT

HOW

‘가온’ 이란 중심을 뜻하는 순 우리말, ‘다님’ 은 다니다의 줄임말로
제기동 깡통시장길 속 상생의 가치를 찾아가기 위한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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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1 중앙인도 형성

핵심이슈 1_편안한 보행길 안전한 보행자

- 상인이 불법적으로 상업활동에 이용하던

보도공간을 조업공간으로 허용 → 중앙인도 형성

- 보행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행자 안전을 보장

- 중앙인도를 크게 2개의 ‘ZONE’으로 구분

보행존: 도매시장 입구~정화여중 입구 (약 240m)

광장존: 정화여중 입구~홍파초 (약 145m)

두 가지 컨셉(Concept)의 활력 있는 거리조성

보행공간과 조업공간의 완전한 분리 보행존과 광장존 형성

BEFORE

AFTER

4m 6m 3.5m3m

광장존보행존 BEFORE

AFTER

4m 3m 6m3.5m 3.5m

핵심이슈 1_편안한 보행길 안전한 보행자

교차로 및 고원식/입체식 횡단보도 설치HOW 2 조업공간 확보 HOW 3

- 교차로를 설치하되 고원식 횡단보도

(횡단보도 전체를 덮는 과속방지턱의 형태)를 설치하여

차량 주행속도 경감시키고 보행자 안전 향상

- 입체형 횡단보도는 마치 돌출된 느낌의

입체적 착시효과를 유발하여 감속 유도

기존의 보도공간을 조업공간으로 허용 원활한 교통흐름 + 차량 주행속도 경감

- 기존 암묵적 상업공간을 침해하지 않기 위함

- 장기간 적치된 자재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공간 부족 → 상인들의 동선단축 → 업무효율상승

- 중앙인도 설치로 보행로 확보

- 보도구역 변경으로 분쟁이슈 해결

핵심이슈 2_서서히 사라져가는 불법 물류 적재

HOW 4 보행존_파클렛 형성 광장존_계단형 광장 설치HOW 5

- 형성 이후 초반에는 상인들의 주정차 공간으로 제공
이후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의 공간으로 이용 확산

- 푸드트럭, 플리마켓과 같은 상업공간과
청년작품전시 공간, 컨테이너 공간 등 으로 활용

- 일요일 주간시간, 평일 야간시간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 계단설치_명확한 레벨구분, 벽화존 설치_펜스역할

- 주민 모임 공간 형성

- 주민들의 공간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불법 적재물에 대한 그릇됨을 상인들에게 인지

- 이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유동인구 유입

계단형 광장_ 차도와 보도의
명확한 레벨구분 및 주민공간 조성

파클렛_ 다채로운 변화가 가능한
Pocket 공간 마련

파클렛
3m

핵심이슈 3_다양한 연령층 유입을 통한 지역활성화

HOW 6 녹지 형성

HOW 8 라이프스타일 및 문화 프로그램 진행

HOW 7 지역적 마스코트 설치

도로의 미적수준 향상 & 차량진입 억제

프로그램_
‘가변형 프로그램’
‘고정형 프로그램’

가변형: 
푸드트럭, 플리마켓, 대학생 전시, 트레일러영화관
고정형:
컨테이너 설치 후 환경비누, 은공예 주민 프로그램, 도서관

깡통시장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오브제 설치

https://www.pinterest.co.kr/pin/94716398383535304/http://cafe.naver.com/papermodeler/69910

https://www.pinterest.co.kr/pin/348888302360953583/ https://www.pinterest.co.kr/pin/328410997809745065/ 가온다님 프로젝트
꿈꾸는 마을 제기동 깡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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