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도봉구 창3동

□ 대상지 현황 대상지번호 1

시설명칭 공지(임야)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3동 산205-19

조성면적 33㎡ 소 유 자 도봉구

주변현황
시설내역

○ 주변 현황 : 초안산,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 창3동주민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창동골목시장 등이 입지하여 주민들의 보행왕래가 많은 장소

○ 대상지 현황 : 초안산과 신창초등학교 사이의 덕릉로62길에 접한 공지로 대상
지와 접한 보도의 폭이 약 1m로 좁은 구간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
는 상황이며, 마주한 콘크리트 옹벽이 마을의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 대상지 시설 현황 : 담장(벽화), 텃밭 등

행사
추진의
편의성

검토항목 체크항목 공종 및 수량 체크항목

* 전기 인입이 가능 가능 * 대중교통 접근 정도 편리
(버스정류장)

* 행사용 텐트 설치 가능
가능

(대상지 내외

작은 규모 텐트)
* 주차가 편리한 정도 편리

(공영주차장)

* 화장실 이용이 가능
편리

(창3동주민센터

등)
* 자재구입의 편리한 정도 편리

(창동골목시장)

* 음식점 이용이 가능
편리

(창동골목시장,

덕릉로변)
* 민원발생 우려도 보통

(대상지 주변 거주지)

사업의
필요성

○ 대상지는 창3동주민센터, 초안산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요 생활동선으로
불특정주민의 텃밭으로 이용되었으나 현재 방치되어 불법주차 및 가림막 등
보행환경을 침해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환경 개선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가로 경관을 조성코자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서 사업홍보 및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간으로
공간정비를 통해 초안산마을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쾌적한 마을 쉼터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추진 필요

○ 창3동의 주민모임의 규모와 실내공간에 비하여 외부공간이 없어 주민모임을
진행 할 수 있는 쾌적한 외부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함

계획지침

○ 자치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초안산을 연결하는 통로 기능을 하기를 원하며 어
린이텃밭 및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모임공간과 주민휴게공
간의 역할을 했으면 함

○ 초등학교 담장 벽화제거, 학교와의 연계는 자치구, 학교측과 협의 후 계획 가능함
○ 대상지내 경작지, 울타리는 자치구에서 철거 가능함
○ 인도 등 기존 시설물을 철거 할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철거하는 시설물의 기
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을 요구할 경우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함.

○ 자치구와 세부적인 의견 조율은 액션실행 전 까지 참여팀에서 직접 자치구
관계자와 협의하여 완료하여야 함.
※ 상기사항은 현장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함

기타사항 ○ 창3동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중
으로 보행환경개선 및 담장 경관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도가 높은 편임

안내사항

(역사와

유래)

○ 창동 

과거 조선시대에 양곡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창골, 유만, 말미,

랫말 등으로 자연부락이 합쳐 창동을 형성함

○ 초안산  

평안한 안식처를 정한다는 뜻에서 지명이 유래

초안산의 원래 이름은 ‘초헌산’으로 조선시대 내시와 상궁이 죽으면 그 시신을

‘초헌’이라는 수레에 싣고 와 이 산에 묻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 우이천  

하천 상류에 있는 도봉산 한 봉우리가 소의 귀와 같은 형태로 자리잡고 있고,

북한산과 도봉산이 이어지는 소귀고개(牛耳嶺) 아래에서 흘러내리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

○ 창동골목시장

창동 골목시장은 1970년대 초반에 도봉구 창3동에 형성됨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신창시장과 함께 지역 유통망의 큰 역할을

맡고 있었으나 1993년 초반에 도봉구창5동에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지하철역

에서 멀어 접근 편의성이 떨어지는 등 시장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함

2005년에 도봉구로부터 ‘재래시장 환경 개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비사

업을 시행한 뒤 2006년에 현대화된 시설로 개장함

2016년에 골목형시작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아로니아 특화시장으로 육성됨



□ 위치도

축척

1

/

10,000
(동명과 

지하철역사가 
나오는 축적)

1

/

1000
(지번이 

표시되는 축척)

□ 현황사진 등

사업대상지

전 경

사업대상지

전 경



□ 현황사진 등

사업대상지

근 경

사업대상지

근 경

□ 현황사진 등

주변현황

주변현황

작성자 : 도봉구 주택과 강연배 (e-mail : letu67jo@dobong.go.kr tel : 02-2091-3512)



2. 은평구 불광2동

□ 대상지 현황 대상지번호 2

시설명칭 할머니 쉼터 소 재 지 은평구 불광동442-4번지 일대
(불광동442-49번지 앞)

조성면적 18㎡ 소 유 자 은평구

주변현황
시설내역

○ 대상지는 통일로와 연서로 사이에 있는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 위치
한 곳으로, 남측으로는 연신내역이 북측으로는 향림근린공원이 위치

○ 대상지와 인접하여 연광초등학교가 있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오래된
저층주택들로 이루어진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특별히 설치된 시설은
없음(현재 계단을 이용하여 쉼터로 활용 중)

행사
추진의
편의성

검토항목 체크항목 공종 및 수량 체크항목

* 전기 인입이 가능 가능
(보안등)

* 대중교통 접근 정도 편리
(연신내역 보도15분)

* 행사용 텐트 설치 가능 가능
(소형)

* 주차가 편리한 정도 가능
(연광초/주민센터)

* 화장실 이용이 가능 가능
(초등학교)

* 자재구입의 편리한 정도 편리
(연서시장)

* 음식점 이용이 가능 가능
(연서시장)

* 민원발생 우려도 보통
(쓰레기처리민원)

사업의
필요성

○ 대상지는 불광2동(향림마을)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중심지에 위치한 3m폭
원의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로 현재 계단을 할머니들 골목 쉼터
로 이용되고 있음.

○ 향림마을은 북한산과 앵봉산의 사이에 있어 큰길 변과 대상지의 높이차가
30m가량 차이가 나는 경사지이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서울시나 은평
구의 수치를 훨씬 웃도는 지역(23.5%)으로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이동하실
때 골목길에 앉아 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대상지는 향림마을 주민모임 마을둘러보기 및 탐방 시 어르신 쉼터(간이의자
등) 요구가 있었던 지역 중 한 곳으로 현재도 골목 내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
이 힘드신 어르신들의 쉼터로 활용이 되고 있음.

○ 또한, 대상지는 공원, 마을마당과 같이 찾아가서 쉬는 곳이 아닌 마을에서 쉽
게 접할 수 있는 골목이라는 공간을 활용해 거동이 힘드신 어른들이 언제라
도 쉬실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를 통하여
향후 마을에 유사한 골목길 쉼터가 생겨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계획지침

○ 지역주민과 자치구는 계단 및 옹벽을 활용한 동네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
는 공간 조성을 요청하고 있음

○ 대상지내 개인적치물(화분)은 자치구와 사전협의하여 제거 가능함
○ 기존 시설물을 철거 할 경우 자치구에서 철거하는 시설물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을 요구한다면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함

○ 자치구와 세부적인 의견 조율은 액션실행 전까지 참여팀에서 직접 자치구
관계자와 협의하여 완료하여야 함.
※ 상기사항은 현장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함

   

기타사항

○ 도로과(관련부서)

별도의견 없음, 사업 선정 후 계획(안) 사전 협의 요망

○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또는 요구사항 등

- 향림마을 주민모임 마을둘러보기 및 탐방 시 어르신 쉼터(간이의자 등) 요구지역

- 현재도 어르신들이 쉬고 있는 공간임

안내사항
(역사와
유래)

○ 향림마을

- 북한산 비봉능선에 고려 태조의 재궁(梓宮:관)이 피난왔던 향림사(香林寺)가

있었고, 현재 향림사의 후봉이라 불리우던 향로봉(香爐峰)과 향림사 터로

추측되는 자리에 향림담(못)이이 남아 있다.

마을 북측으로 향로봉 자락에 있는 향림(舊갈현)근린공원 있어, 향림이라는

이름을 활용 및 사람이 향기 품는 마을로 의역하여 향림마을이라 명칭하게

되었다.

향림사(香林寺)는 삼각산(三角山)에 있다. 고려조 현종(顯宗) 경술년 난리에 태조의 재궁(梓宮: 관)을 이 절로

옮겼다가, 7년 병진에 현릉(顯陵)으로 환장(還葬: 도로 장례 모심)하였으며, 9년에 거란(契丹)의 소손녕

(蕭遜寧)이 다시 내침하자 여기에 이안(移安)하였다가, 10년에 다시 현릉으로 모셨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중에서 / 이행, 흥언필 / 조선중기(1530)

○ 향림근린공원

- 2015.11.12.갈현근린공원에서 공원명칭이 개정되었고, 기존 갈현도시농

업체험원이 향림도시농업체험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서울시 최초 도시

농업체험원으로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체험원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 새장골

- 향림마을 남측 옛 지명으로 사정동(활골터)을 일컫던 이름이다. 연서천(현재

연서로)에서 둑길 밖에 있는 과녁판에 활을 쏘았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으로,

사정(射亭)이라 불리다 세월이 지나면서 새장골로 불리게 되었으며, 2003년에

이를 되새기고 보존하기 위해 유래비를 세웠다.

○ 샛불광리

- 연천중학교 부근의 옛 마을 이름으로 불광동 마을과 마을 사이라는 뜻의

“새뿔간”에서 유래 되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작은 불광리라는 뜻으로

새뿔간에서 샛불광리로 변화되었다.

  



□ 위치도

축척

None

Scale

None

Scale

  □ 현황사진 등

사업대상지 전경

대상지 주변



  □ 현황사진 등

사업대상지 근경

사업대상지 근경



  □ 현황사진 등

주변현황(마을어르신 쉼터)

(은평구) 주거재생과 한 상 균 (e-mail : hassang@ep.go.kr tel : 351-7353)

3. 성북구 동소문동

□ 대상지 현황 대상지번호 3

시설명칭 아리랑로 쉼터 소 재 지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7가 94-2

조성면적 40㎡ 소 유 자 시유지

주변현황
시설내역

� ○� 주변에� 성신여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쉼터� 주변에� 상가가� 밀집하고� 있음� �
� ○� 기본시설내역� :� 의자� 2개소�

행사
추진의
편의성

검토항목 체크항목 공종 및 수량 체크항목

* 전기 인입이 가능 불가능 * 대중교통 접근 정도 편리

* 행사용 텐트 설치 가능 불가능 * 주차가 편리한 정도 보통

* 화장실 이용이 가능 불가능 * 자재구입의 편리한 정도 편리

* 음식점 이용이 가능 불가능 * 민원발생 우려도 보통

사업의
필요성

○�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 여건상� 부족한� 편의시
설로� 인해� 이용률이� 감소하여� 주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소외된� 공간인식�

� ○� 따라서,� 기존에� 버려지고� 소외된� 공간에서� “아리랑고개”� 역사·문화와� 주변� 가로환경에�
어울리고� 성북구� 주민들이� 모여들고� 함께하는� 소규모� 공간으로� 변화가� 필요�

계획지침

� ○� 자치구는� 노후� 시설물� 정비(경계목� 철거)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빗물유입화단� 등을�
제안함.�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와� 주변과� 어울리는� 색상을� 지닌� 다년
초화류� 혼합� 식재를� 요청하나� 계획내용은� 자치구와� 협의� 조정� 가능함

� ○� 대상지내�현수막은�제거가능하며�공중전화,�배전반�사용은�자치구�관련�부서와�협의�필요함
� ○� 키작은나무,� 바닥포장,� 벤치� 등� 기존시설물의� 이식,� 철거� 및� 변형이� 필요할� 경우�

자치구와� 협의로� 진행할� 수� 있으며,� 협의시� 자치구에서� 철거작업의� 지원이� 가능함
� ○� 기존� 시설물을� 철거� 할�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철거하는� 시설물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을� 요구할� 경우�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함
� ○� 자치구와� 세부적인� 의견� 조율은� 액션실행� 전� 까지� 참여팀에서� 직접� 자치구

관계자와� 협의하여� 완료하여야� 함
� ○� 또한� 기존� 시설물의� 처리는� 반드시� 자치구와� 협의� 후� 처리� 가능함

※ 상기사항은 현장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함

기타사항 � ○� 기존� 고사목을� 정비하고� 공간� 재활용을� 통해� 주민중심의� 이용공간으로� 재편성� 필요
� ○� 성북구� 중심� 가로인� 아리랑로에� 적합한� 가로환경� 조성� 필요

  



안내사항
(역사와
유래)

<아리랑� 고개� 소개>

○�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아리랑고개는� 좌절과� 시련의� 역사,� 그리고� 이를� 극복한�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 아리랑고개는� 괴나리봇짐을� 짊어지고� 넘던� 고개였고,� 눈물을� 흘리며� 걷

던� 고개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는� 실존의� 고개� 이든� 상징의� 고개이든� 아리

랑고개가� 많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를� 주제로� 한� 영화가� 만들어져� 민족의� 염원을� 상징적

으로� 그리기도� 했다.� 아리랑고개는� 돈암� 사거리를� 기점으로� 서쪽으로� 동소문동,� 동쪽으

로� 동선동을� 지나� 돈암동,� 정릉길과� 교차하는� 아리랑시장� 앞까지의� 도로를� 일컫는다.�

서울� 시내의� 거리� 이름� 가운데� 길이� 아닌� 고개로� 부르는� 유일한� 도로다.� 춘사� 나운규

는� 이곳에서� 촬영한� 영화� <아리랑>을� 1926년에� 발표하였다.

○� 성북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아리랑축제를� 개최해온� 성북구에서는� 1997년에� 아리랑

고개를� '영화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념가로수와�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영화의� 거리로� 특화함으로써� 전통과� 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명소로� 탈바꿈시켰

다.� 아리랑� 고개� 곳곳에는� 아리랑� 쉼터와� 나운규� 소공원� 등의�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가

족� 나들이� 장소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 <나운규와� 아리랑>

○� 성북구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거주하였다.� 전형필,� 이태준,� 한용운� 등� 많은� 사람들이� 성

북구에서� 살며� 이곳에� 그� 자취를� 남겨놓았다.� 그러나� 이곳에� 거주한� 적은� 없었어도� 성

북구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한국� 영화의� 풍운아라� 불리는� 나운규� 이

다.� 1902년� 한반도� 최북단에서� 태어난� 그는� 홍범도� 휘하에서� 독립군활동을� 하다� 일제

에� 체포되어� 2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하였다.� 이후� 스무� 네� 살에� 단역배우로� 출발하여�

1937년� 서른여섯� 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나운규,� 그의� 대표작은� 일제하의� 조선의� 암

흑과� 같은� 시절을� 그린� '아리랑'� 3부작이� 있다.�

○� 아리랑은� 나운규가� 민족혼에� 불을� 지르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제작한� 영화이다.�

'1926년� 개봉한� 아리랑은� 삼일� 운동의� 실패� 이후� 우울감과� 좌절감이� 팽배한� 한� 시대를�

배경으로� 일제의� 고문으로� 정신이상자가� 된� 영진� 그리고� 여동생� 영희와� 그녀를� 사랑하

는� 영진의� 친구� 현우가� 악덕� 지주의� 앞잡이� 기호의� 야심과� 음모에� 휘말려� 비극� 속으로�

빠져드는� 이야기이다.� 단성사에서� 이� 아리랑이� 상영되자� 영화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

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함께� 눈물� 흘렸다고� 한다.

○� 이� 아리랑을� 촬영한� 곳이� 현재의� 고려대� 근처이며,� 이것에서� 유래한� 것인지� 돈암동에서�

정릉으로� 가기위해서� 거치는� 동선동에는� 아리랑� 고개라는� 지명이� 남았다.� 지금은� 이곳

에� 아리랑� 시네센터라는� 이름으로� 춘사� 나운규� 기념관이� 개장했고,� 고갯길� 바닥에도�

한국� 영화의� 포스터를� 조각해� 놓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 � ※� 출처� :� 성북문화원� “아리랑고개”�

  

□ 위치도

축척

1

/

10,000
(동명과 

지하철역사가 
나오는 축적)

1

/

1000
(지번이 
표시되는 

축척)



  □ 현황사진 등

사업대상지

전 경

사업대상지

근 경

  □ 현황사진 등

사업대상지

근 경

주변현황

작성자 :성북구 공원녹지과 김현섭 (e-mail : subsub@sb.go.kr tel : 2241-3703)



4. 양천구 신정동

□ 대상지 현황 대상지번호 4

시설명칭 신정차량기지 앞 쉼터 소 재 지  양천구 목동로3길 41
(신정동 276)

조성면적              70 ㎡ 소 유 자 서울매트로 신정차량사업소

주변현황
시설내역

� ○� 주변현황� :� 서울매트로� 신정차량사업소에� 위치한� 옥외� 쉼터로� 통학하는� 학생들과� 대중
교통(지하철,� 버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소규모� 쉼터� 공간

� � � � � � � � � � � � � � 차량기지� 위로는� 인공대지가�조성되어� 양천아파트,� 은정초등학교가� 위치
� ○� 기존시설내역� :� 원형의자� 4개소,� 평의자� 4개소,� 자전거보관대� 1개소� 등

행사
추진의
편의성

검토항목 체크항목 공종 및 수량 체크항목

* 전기 인입이 가능 가능
(지하철역사내)

* 대중교통 접근 정도 편리
(지하철, 버스)

* 행사용 텐트 설치 가능
가능

(대상지 내외
작은 규모 텐트)

* 주차가 편리한 정도 가능
(인근아파트주차장)

* 화장실 이용이 가능
편리

(지하철역
화장실)

* 자재구입의 편리한 정도
가능

(양천구청
주변)

* 음식점 이용이 가능
가능

(양천구청
주변)

* 민원발생 우려도 보통
(소음민원)

사업의
필요성

○�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학생들� 및� 직장인�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충전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소외되고� 노후화된� 쉼터를�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기를� 불어� 넣어� 시민들이� 머물고�
� � � �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의� 사업효과� 제고
○� 양천구청역사� 이용자뿐� 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계획지침

� ○� 신정차량사업소는� 수시로� 기지를� 입출고� 하는� 전동차� 소음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역사와� 유래� 등� 의미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사업홍보� 및� 주민
공감대� 형성� 필요함

� ○� 공간�전체�모두�사용하는�방법도�가능하고�공간의�일부만�집중적으로�정비하는�방법도�가능함
� ○� 자치구와� 세부적인� 의견� 조율은� 액션실행� 전� 까지� 참여팀에서� 직접� 자치구� 관계자와�

협의하여� 완료하여야� 함
� ○� 또한� 기존� 시설물의� 처리는� 반드시� 자치구와� 협의� 후� 처리� 가능함
� ○� 키작은나무,� 바닥포장,� 벤치� 등� 기존시설물의� 이식,� 철거� 및� 변형이� 필요할� 경우� 자치

구와� 협의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자치구� 철거작업� 지원에� 대해� 협의� 가능함.� 단,� 키큰나
무는� 이식할� 수� 없음

� ○� 자치구와� 세부적인� 의견� 조율은� 액션실행� 전� 까지� 참여팀에서� 직접� 자치구
관계자와� 협의하여� 완료하여야� 함
※ 상기사항은 현장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함

기타사항 � ○�노후화된� 쉼터� 재정비로� 신정차량기지� 외부� 환경개선에� 일조

   

안내사항
(역사와
유래)

� <양천구청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7동에� 있는� 지하철역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도림천역과�

신정네거리역� 사이에� 있다.� 1992년� 5월� 22일� 개업했다.� 역명은� 인근에� 양천구청이� 있어�

붙여졌다.�

○� 역� 주변에� 신정6동주민센터,� 양천구청,� 서울양천경찰서,� 양천세무서,� 양천구의회,� 양천구

보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갈산초등학교,� 신정차량사업소,� 서울계남초등학교,�

봉영여자중학교,� 양천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서울메트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3길� 지하� 33(신정7동� 165-1)에� 있다.

○�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자연채광� 역으로,� 낮에� 이� 역에� 가보면� 햇빛이� 정면으로�

비추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런� 관계로� 이� 역은� 쇠기둥으로� 전차선을� 고정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역은� 지하임에도� 전혀� 지하같지� 않은� 느낌을� 준다.� 이와� 비슷한� 역으로

는� 서울�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이� 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지하역임에도� 불구

하고� 반밀폐형�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완전히� 뚜껑까지� 덮어� 버린� 버티고개역과�

비교된다.

○� 이� 역의� 승강장에는� 에어컨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한여름에� 채광창� 밑에� 서� 있으면�

정말� 땀으로� 샤워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에어컨이� 한두개� 정도� 설치되어� 있지만,�

그것마저도� 미지근한� 바람이� 나온다.�

� <신정차량사업소>

○�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차량사업소� 중� 한� 곳이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3길� 57(舊� 신

정7동� 276)에� 위치해� 있다.� 1992년� 6월에� 준공되었다.� 이� 신정차량사업소는� 2호선� 서울

교통공사� 2000호대� 전동차� 일부가� 이곳에� 배속되어� 있으며,� 이들� 차량의� 유치와� 경정비,�

중정비를� 담당한다.� 1974년부터� 수도권� 전철� 1호선� 구간을� 달렸던� 빨간색� (구)101편성[1]�

초저항� 차량도� 퇴역한� 뒤� 여기에� 유치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청소와� 중검수도� 진행할�

정도로� 각별하게� 보존되고�있다고� 한다.

○� 차량기지� 위로는� 인공대지가� 조성되어� 양천아파트,� 은정초등학교가� 지어졌다.� 새벽� 시간대나�

막차� 시간대를� 포함하여� 수시로� 기지� 입출고� 하는� 전동차� 소음� 때문에� 임대아파트인� 양천

아파트는� 범� 목동아파트단지�생활권� 중� 최악의�주거환경을�자랑하고�있으며,� 은정초의�등교길도�

은정초� 졸업생들이� 초등학교� 재학� 시절을� 아름답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음� 민원도�

수시로�접수되고�있지만�차량�기지�자체가�이전하지�않는�이상�환경이�나아질�수가�없다.�

○� 2017년� 12월� 서울시에서� 신정차량사업소의� 이전방안을� 검토중이며� 서울� 지하철� 2호선과�

원종홍대선� 차량을�모두� 수용할� 대형�차량사업소를�지을� 부지를� 모색하고� 있다.� � �



□ 위치도

축척

대상지

1

/

10,000
(동명과 

지하철역사가 
나오는 축적)

1

/

1000
(지번이 
표시되는 

축척) 목동로3길 41

  □ 현황사진 등

사업대상지

전 경

사업대상지

근 경



  □ 현황사진 등

사업대상지

근 경

주변현황

(양천구청역

출입구)

  □ 현황사진 등

주변현황

(자전거보관소 및

신정차량기지)

주변현황

(양천구청역)

작성자: 양천구 공원녹지과유경희 (e-mail : yghui17@yangcheon.go.kr tel : 2620-3585)



5. 금천구 독산동

□ 대상지 현황 대상지번호 5

시설명칭 일반녹지 소 재 지 독산동 906-45 일대

조성면적 440㎡ 소 유 자 금천구

주변현황
시설내역

○ 등의자 4조(W1500*680*780)

○ 화단경계석 53m

○ 점토블럭포장 230*114*T10

행사

추진의

편의성

검토항목 체크항목 공종 및 수량 체크항목

* 전기 인입이 가능 불가능 * 대중교통 접근 정도
편리

(마을버스정류장)

* 행사용 텐트 설치 가능 불가능 * 주차가 편리한 정도 불가능

* 화장실 이용이 가능
가능

(교회, 학교)
* 자재구입의 편리한 정도 가능

* 음식점 이용이 가능 가능 * 민원발생 우려도
보통

(소음민원)

사업의
필요성

 ○ 마을 소통공간 조성
 ○ 노후시설 개선으로 불편 해소

계획지침

 ○ 자치구에서는 휴게시설 도입 시 디자인의 개성 및 예술성보다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질감이 들지 않는 시설 도입을 요청하며 하부식생 보식 요
구하나 협의에 따라 계획변경 가능함

 ○ 키작은나무, 바닥포장, 벤치 등 기존시설물의 이식, 철거 및 변형이 필요할 경

우 자치구와 협의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자치구 철거작업 지원에 대해 협의 가

능함. 단, 키큰나무는 이식할 수 없음.

 ○ 기존 시설물을 철거 할 경우 자치구에서 철거하는 시설물의 기능을 대체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을 요구한다면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함

 ○ 자치구와 세부적인 의견 조율은 액션실행 전까지 참여팀에서 직접 자치구

관계자와 협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또한 기존 시설물의 처리는 반드시 자치구와 협의 후 처리 가능함.

※ 상기사항은 현장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함

기타사항
 ○ 해당지역은 음지로 하부식생이 부재되어 있어 음지수종으로의 보식이 필요
 ○ 휴게시설(등의자)의 노후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
 ○ 독산3동만의 특색있는 녹지공간 조성으로 마을 커뮤니티 거점공간화 

   

안내사항
(역사와
유래)

 ○ 금천구 독산동

- 면적 4.2㎢, 인구 10만 5342명(2008)이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속한 동이다. 

동쪽은 관악구 신림동, 서쪽은 가리봉동, 남쪽은 시흥동과 경기도 광명시, 북쪽

은 구로구 구로동과 접해 있다. 마을 산봉우리에 나무가 없는 벌거숭이산이 있

어 대머리 독(禿)자를 붙여 만든 이름이다.

- 1914년 독산리와 문교리(文橋里)를 합쳐 시흥군 동면 독산리라고 불렀다. 

1963년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면서 영등포구 독산동으로 바뀌었고, 1980년 구로구 

관할로 있다가 1995년 금천구의 신설로 이에 속하게 되었다.

- 법정동인 이 동은 독산1~4동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 시흥대로 주변의 군부대 주둔으로 개발이 지연되다가 1973년부터 일부 군부대

의 이전으로 개발이 활발해졌다. 아직 많은 면적을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으며, 

도축장이 있어 정육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다. 

- 말미고개는 독산2동 근처의 산이 말［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인데, 

말［斗］과 발음이 같아 말뫼가 말미로 바뀌면서 그 뜻도 변하였다. 서울로 과

거를 보러 가던 선비들이 이 고개에서 쉬며 말에게 물을 먹였다고 한다.

- 지형은 대체로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제법 울창한 수목으

로 형성된 산 밑의 농촌마을이었다. 자연부락으로 구룡동, 가운뎃말, 능골, 말미, 

문교리, 문성동 등이 있다.

- 문성동(文星洞)은 남부순환도로와 시흥대로가 교차하는 지점이며, 구성(九星)의 

넷째 별인 문곡성(文曲星)이 비치는 좋은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반시(반수:盤水)는 독산본동 남문시장 부근의 마을로서 반수 역촌(驛村)이라고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반시는 반수의 변음으로 모습이 대야에 담아놓은 물처럼 

조용한 마을이라는 뜻이다.

- 관우물(관정:串井)은 독우물로도 불리며, 20m 도로변 담뱅이고개 옆에 있었는데, 

물이 잘 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위치도

축척

1

/

10,000
(동명과 

지하철역사가 
나오는 축적)

1

/

1000
(지번이 
표시되는 

축척)

  □ 현황사진 등

사업대상지

전 경

사업대상지

전 경



  □ 현황사진 등

사업대상지

근 경

사업대상지

근 경

  □ 현황사진 등

주변현황

(마을버스정류장)

주변현황

(독산고등학교 및

난곡중학교 등)

작성자 :금천구 공원녹지과 김소선 (e-mail : thtjsdl@seoul.go.kr tel : 2627-1673)



6. 관악구 서원동

□ 대상지 현황 대상지번호 6

시설명칭 마을마당 소 재 지  관악구 서원동 1637-32

조성면적 65 ㎡ 소 유 자 관악구

주변현황
시설내역

 ○ 기존시설내역 : 원형의자 1개, 평의자 2개, 볼라드 5개

행사
추진의
편의성

검토항목 체크항목 공종 및 수량 체크항목

* 전기 인입이 가능 가능 * 대중교통 접근 정도 편리
(신림역 5분거리)

* 행사용 텐트 설치 가능
가능

(대상지 내 
작은 규모 

텐트)

* 주차가 편리한 정도 불가능

* 화장실 이용이 가능 가능
(주변건물)

* 자재구입의 편리한 정도 편리

* 음식점 이용이 가능 편리 * 민원발생 우려도 많음
(쓰레기,흡연)

사업의
필요성

 ○ 신림역 주변에 위치해있고, 도림천으로 가는 길 및 번화가 인근으로 유동인구
가 많지만 부족한 녹지대와 노후된 휴게시설로 이용성이 떨어진 상태임

 ○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삭막한 느낌의 공간이 아닌 머물고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이 필요함

계획지침

 ○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원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함으로 행위를 금지하
도록 유도하는 디자인 구상 요청 

 ○ 나무, 볼라드, 원형의자 등 기존시설물의 이식, 철거 및 변형이 필요할 경우 
자치구와 협의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자치구 철거작업 지원에 대해 협의 가능
함. 단, 키큰나무는 이식할 수 없음.

 ○ 기존 시설물을 철거 할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철거하는 시설물의 기능을 대체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을 요구할 경우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함

 ○ 자치구와 세부적인 의견 조율은 액션실행 전 까지 참여팀에서 직접 자치구
관계자와 협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또한 기존 시설물의 처리는 반드시 자치구와 협의 후 처리 가능함.
※ 상기사항은 현장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함

기타사항  ○ 대상지는 흡연 상습지로 주변 상가로부터 민원이 빈번한 지역임
 ○ 건물에 싸여있고 녹지가 부족해 다소 삭막한 느낌임

   

안내사항
(역사와
유래)

   <관악구 신림동> 

○ 면적 17.24㎢, 인구 27만 2997명(2008)이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속한 동이다. 

관악구의 서남쪽에 있으며, 동북쪽에는 봉천동·남현동, 경기도 과천시가 있고, 

서남쪽은 구로구, 남쪽에는 경기도 안양시, 북쪽으로는 동작구 신대방동과 접

해 있다. 동의 이름은 관악산 기슭 숲이 무성한 곳에 있다는 데에 유래한다.

○ 법정동인 이 동은 행정동인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신사동, 신림동, 난향동, 

조원동, 대학동, 난곡동, 삼성동, 미성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 관악구에서 가장  먼저 상업지역으로 발전한 서원동은 예전에는 서원마을이었

다. 마을 이름은 고려시대에 서원정이라는 정자가 있어 붙여졌다. 강감찬 장군

이 송도에 왕래할 때 자주 머물렀던 곳으로 정자는 없어졌으나 지금까지도 지

명은 남아 있다. 마을 뒷산인 장군봉은 강감찬 장군이 무예를 연마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동북쪽 산정에는 군웅당이라는 제당이 있었으나 주택 

신축공사로 헐렸다.

○ 신림동 지역은 먹을거리 골목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진 곳이다. 대

학동은 서울대학교가 있는 곳으로 고시촌이라는 독특한 동네가 형성되어 있으

며 대규모 하숙집, 고시전문서점 등이 들어서 있다. 삼성동에는 약수암이라는 

유서 깊은 절이 있다. 이 지역은 관악산 기슭에 밤나무가 무성했던 동네라 하

여 밤골이라 불렀으며 삼성산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지형이 조개 모양을 하

고 있어 합실(蛤室)이라고도 했다.

   <도림천>

○ 보라매공원~관악산 호수공원 총연장 6.7Km구간으로 반복개(관악교~봉림교 

0.9Km),양안 반복개(봉림교~삼성교 4.4Km), 복개(삼성교~서울대학교 정문 

0.5Km), 산지부(서울대학교 상류 0.9Km)의 4구간으로 이뤄져 있으며, 관악산계

곡의 물줄기가 신도림동까지 이어져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세구가 인접해 

있는 신정교 아래에서 안양천 물줄기와 합쳐진다.

○ 매년 신림동 순대타운 앞 도림천에는 여름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이 겨울에는 

어린이 얼음썰매장 이 설치된다. 철저한 관리와 안전요원 상시 근무로 아이들

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여름, 겨울철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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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작성자 :관악구 공원녹지과 윤진주 (e-mail : qjxjzld12@ga.go.kr tel : 879-6533)

7. 송파구 송파2동

□ 대상지 현황 대상지번호 7

시설명칭 송파2동 자투리땅 소 재 지 송파구 송파2동 97

조성면적 103.8㎡ 소 유 자 시 유 지

주변현황
시설내역

○ 주변현황: 석촌역과 송파역(8호선) 사이에 위치하며 대상지 주변으로 많은 상가
들이 밀집하고 있어 차량통행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임.

○ 기존시설내역 : 등의자 1개소, 원형의자 1개소

행사
추진의
편의성

검토항목 체크항목 공종 및 수량 체크항목

* 전기 인입이 가능 가능 * 대중교통 접근 정도 좋음

* 행사용 텐트 설치 가능 가능 * 주차가 편리한 정도 보통

* 화장실 이용이 가능 가능 * 자재구입의 편리한 정도 보통

* 음식점 이용이 가능 가능 * 민원발생 우려도 낮음

사업의
필요성

○ 대상지에 인접한 배달업체 오토바이의 지속적인 무단주차로 인해 주민 이용에
불편을 끼치고 있어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를 통한 노후된 시설물 정비 등을
실시하고 쾌적한 쉼터로 탈바꿈하여 쉼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계획지침

○ 자치구에서는 쉼터 내 설치되어 있는 원형 석재는 제거(또는 재활용) 후 외
곽부에 새로운 시설물(벤치 겸용)을 설치하여 오토바이가 쉼터 안에 불법주
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비 요청함.

○ 나무, 볼라드 등 기존시설물의 이식, 철거 및 변형이 필요할 경우 자치구와
협의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자치구 철거작업 지원에 대해 협의 가능함. 단, 키
큰나무는 이식할 수 없음.

○ 기존 시설물을 철거 할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철거하는 시설물의 기능을 대체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을 요구할 경우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함.

○ 자치구와 세부적인 의견 조율은 액션실행 전 까지 참여팀에서 직접 자치구
관계자와 협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또한 기존 시설물의 처리는 반드시 자치구와 협의 후 처리 가능함.
※ 상기사항은 현장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함

기타사항

○ 장 점: 대로변과 지하철역 주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으며 유동인구 및 이용객이
많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진행 시 홍보 효과 및 조성 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 됨.

○ 단 점: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 주요민원: 쉼터 이용객 중 다수의 흡연자들이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와 인근

배달업체의 오토바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안내사항
(역사와
유래)

송파동 동명 유래는 세 가지 설이 있다. 

문종즉위년에 삼전도보다 연파곤( 淵波昆)이 물살이 빠르지 않으니 나루터로 

하곘다는 경기관찰사의 요청이 있어 이 연파곤이 ‘소파곤’으로 변음되었다가 

소파리(疎坡里)로 된 것이 차츰 송파진으로 불려졌다는 설이다. 

둘째는 옛날 한강변에 있던 이 마을의 언덕을 중심으로 소나무가 빼곡히 들어

차 있어 소나무 언덕 즉 松坡라고 불려진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다. 

셋째는 옛날 이곳에 사는 어부가 매일 한강에 나가 고기잡이를 했는데, 하루는 

잔잔한 물 위에서 고깃배를 타고 낮잠을 자던 중 이곳의 소나무가 서 있던 언

덕 한 쪽이 패어 떨어지는 바람에 잠이 깨었으므로 그 뒤부터 이곳을 송파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는 설이다. 

송파동은 조선시대 말까지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송파동으로 불렸으며,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와 동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한 경기도 

구역획정 때 광주군 중대면 송파리라 칭하였다. 광복 후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에 의한 서울시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서울시에 편입되어 성동구 송파

동이 되었다. 그 뒤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로 성동구에서 강남구

가 분리 신설됨에 따라 강남구에 이속되었고, 197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

9630호에 의해 강동구를 신설하면서 강동구에 속하였다가 1988년 1월 1일 대통

령령 제12367호로 강동구에서 분리 신설된 송파구에 이속되어 오늘에 이른다.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지명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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