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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곳, 500

에 매년 재정 조 원ㆍ주택도시기금 조 원ㆍ공기업 사업비 조 원 2 5 3

등 년간 총 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 재생사업이다 이 도시 재생사5 50 . 

업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 , 

린형 중심시가 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 

이와 같은 도시 재생사업의 하나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1].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인 저출산ㆍ고령화ㆍ저성장과 기

존 중심시가지 쇠퇴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화 등 도시 활력의 감소와 , 

전국 읍ㆍ면ㆍ동의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 소멸위기 일자리 80% , , 

감소의 도시소멸 위기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도시적 문제의 해결[2]. 

을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을 목적, , , 

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신탄진 도시 재생사업은 . 

년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중심 시가지형 공모선정이 된 사업이2017

다 과거부터 신탄진 생활권의 중심상권을 수행하였으나 노후 유흥. , 

상권 이미지 고착화 및 가로환경 불량 주차 부족으로 방문하기 불편, 

한 상권으로 전략하였고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으

며 광역 교통망 개선 신규 주거지 조성으로 젊은 가족 등 인구유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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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망되었다 또한 콘텐츠 이벤트 쉼터 등 체류요소 부족과 상권 . , , 

타겟이 중장년 노년층으로 한정 돼 새로운 거리 활성화가 필요하, 

다 인근 금강 여가 관광 인프라 우수하나 상권과 금강 연계성이 부. 

족하여 이를 반영한 거리의 테마화가 시급하다.

또한 도시재생관련 성과의 부재는 중앙정부와 지 자체 성과관리

시스템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 성과관리가 단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치적쌓기나 성과중심주의에 몰두해 실적중 심의 정량적 지, 

표설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표

설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 세심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

적으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는 상황 등이 성과관리에 대한 어려움

을 유발한 것으로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3].

기존 신규 공동체 활동 활발하게 이루어지나 자생적으로 지속 가, 

능한 공동체 부족과 이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및 공간이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가로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거리 테마 설정과 그 안에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고 가로 디자인 

전 후를 비교하여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중심시가지형의 도시 가로 , 

공간에 대한 적절한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1.2. 

연구의 방법은 첫째 문헌조사로 가로 공가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 , 

및 인구 조사하고 대상지인 신탄진의 현장조사를 통한 공간분석을 

KIEAE Journal, Vol. 20, No. 2, Apr. 2020, pp.83-91.

KIEAE Journal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102
가로 공간 활성화를 위한 가로 테마 설정에 의한 디자인 제안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 -

Suggestion of the Design by the street theme setting for the Revitalization of Street Spaces
- Focused on New Deal Project for Urban Regeneration in Sintanjin, South Korea - 

성이용*
Lee-Yong Sung*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t. of Architecture, Dong-A Univ., South Korea (leerick@dau.ac.kr)

1)

A B S T R A C T K E Y W O R D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talize urban regeneration of Sintanjin-dong for the population inflow 
of diverse classes prepared for the reduction, finally to make suggestions for revitalizing Sintanjin Station Street, the 
central space of Sintanjin-dong Method: The research method is as follows The theme and detailed elements of the 
Urban street are derived from the analysis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spac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focused urban street space based on the development plan applied to the site with the basic ideas 
analyz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The spatial scope of this study is 141-28 (181,754 ) of Sintanjin-dong, ㎡
Daedeok-gu, Daejeon, And in the second half of 2019 dur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period from 2018 to 2022 
in the review of time-based scope. Result: The spatial idea was systematically classified into eat-road, art-road, and 
market road, so businesses fitted to each spatial factors were allocated And various factors were suggested as themes 
for these streets. The space types for vehicle and people are needed to analyzed based on various characteristics and 
widths of the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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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둘째 조사 및 분석을 통한 현황분석 이후 개발여건분석 기본. , , 

구상을 통해 전체적인 가로 공간을 제시한다 셋째 분석한 기본구. , 

상을 대상지의 적용한 개발 계획을 토대로 가로 공간의 테마화와 세

부 요소를 도출하여 현재 가로와 분석한 내용을 적용한 가로 디자인

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범위 중 공간적 범위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번지 일원 으로 시간적 범위로는 현재 141-28 (181,754 ) 2018~ ㎡

년으로 사업 시행기간 중 년 중반기에 현황 및 연구를 진2022 2019

행하여 추후 사업에 시행시 참고 자료의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가치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한 많은 중심시

가지형의 가로 공간에 대한 신탄진 사업을 예시로 하여 가로 테마화

와 더불어 그 안에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여 외부공간에 대한 적절한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앞으로 사업에 있어 기초적인 자료

로 쓰이는 것이다.

문헌조사2. 

선행연구 분석2.1. 

본 연구에 앞서 중심시가지는 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 가로에 대

한 선행 연구를 비교하여 보행 가로 경관 및 그 외 영향을 주는 요인, 

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utor Title
Choi, 

Kang-Rim
ㆍA Study on Improvements in Pedestrian Environment 

of Urban Commercial Streets
Lee, Jae-Won ㆍA study on the activating factors of street spaces 
Lee, Sang-Kyu 

etc.
ㆍA Study on the Analysis of User's Satisfaction 

Factors in the Commercial Streets 
Jung Soon-Won 

etc.
ㆍA Study of Design Element of Slow Street in 

Commercial Districts 

Vikas Mehta ㆍLively Streets; Determining Environment 
Characteristics to Support Social Behavior

Stephen 
Bitgood

ㆍNot Another Step!; Economy of Movement and 
Pedestrian Choice Point Behaviour in Shopping Mall

Table 1. Comparison of previous studies

선행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비교 해보면 최강림 은 문헌조(2008)

사 현장조사 실측조사 현장조사 사진 촬영 및 분석 등 를 통해 물, ( , , )

리적 환경 정비 제도 및 행정 주민 참여 및 이용자 의식관점에서 제, , 

시하였다 이재원 은 가로공간의 인자분류 시설물에 대한 설. (2006) , 

문 조사를 통해 활성화 요인 제시하고 한일간 비교를 하였다.

이상규 외 는 다중 회귀분석 만족도 분석을 통해 만족도 요(2001) , 

인 개를 도출하고 중요도 및 만족도를 검토하였다 정순원 외8 . 

는 문헌조사 보고서 매뉴얼 등 현장조사를 통해 가(2009) (CABE , ), 5

지의 계획범주 구분 후 사례지별 디자인 코드 환산 하여 방사형 그래

프로 비교 분석 하였다.

의 경우는 기존 문헌의 검토 관찰조사 활성화 지수 Mehta(2007) , , 

산출로 환경요인의 계량적인 제시 및 측량을 분석하였다. bitgood 

은 사례조사 및 관찰조사 상업시설의 보행 형태의 원리 도출(2006) , 

하여 보행자들의 보행원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같이 연구의 방법은 문헌고찰 통계사용, , 

현장조사 및 분석 이용자 설문을 통해 진행하나 연구의 결과는 가로 , 

공간의 전 후의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디자인이 도출 

되어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을 가진다.

인구 구조 2.2. 

본 연구의 대상지인 신탄진의 가로 공간에 대한 공간 구성을 위해 

현재의 신탄진의 인구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필

요한 공간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다. 

연령별 인구1) 

신탄진동은 유년 인구의 비율이 낮고 세 이상의 노년 인구의 비65

율이 높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인구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탄

진은 타지역에 비해 세의 유년 인구와 세의 생산가능인0~14 15~64

구의 비율이 높고 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비율이 로 전국과 65 18.5%

대덕구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Division

Total 0 ~ 14 
years old

15 ~ 64 
years old

over 65 
years of age

Number 
of 

population
%

Number 
of 

population
%

Number 
of 

population
%

Number 
of 

population
%

Nation-
wide 51,778,544 100 6,785,965 13.1 37,636,473 72.7 7,356,106 14.2

Daedeok
-gu 186,902 100 22,942 12.3 140,128 74.9 23,832 12.8

Sintanjin
-Dong 11,488 100 1,045 9.1 8,313 72.4 2,130 18.5

Table 2. Comparison of Population Status by Age

대덕구 인구이동 비교2) 

대덕구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총 전입 명에서 총전출 19,153

에서 이 감소하였다24,156 5,003 .

Fig. 1. The change in the proportion of people by age

신탄진동은 유년 인구의 비율이 낮고 세 이상의 노년 인구의 비65

율이 높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인구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탄

진동은 연령별 인구는 유년 인구인 세가 를 차지하고 있0 14 9.1%∼

으며 생산가능인구인 세는 세 이상 노령인구는 , 15 64 72.4%, 65∼

를 차지하고 있다 신탄진동은 총 전입보다 총 전출이 많아 인18.5% . 

구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구와 비교해도 가장 많은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로 대덕구내의 인구 유입을 할 .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하며 대덕구의 중심지인 신탄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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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탄진 중심기능 및 거점분석2.3. 

거점시설 기능분석1) 

신탄지 소재지의 거점시설 기능을 대분류 항목으로 복지 교육, , 

문화 의료 상업시설로 구분하고 계량평가를 위해 거점시설 위주로 , , 

분석하였다.1) 또한 거점 시설별 기능분석을 각 기능 항목의 분야별  

거점시설을 설정하여 계량평가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였다.

Division Welfare 
center Evaluation Criteria

Welfare

Welfare 
center

ㆍBuilding Area Standards
ㆍ600㎡ or more>300㎡ or more>300㎡ or 

less.>none

Neighborhood 
Park

ㆍpark count standard
ㆍThere are more than 3 places>2 places>1 

place>none

Education

High 
school

ㆍStandard for the number of classes for 
admission students by school

ㆍ5 classes,>3 classes,>1 class,>none

Middle 
school

ㆍStandard for the number of classes for 
admission students by school

ㆍ5 classes,>3 classes,>1 class,>none

Culture Facility 
diversity

ㆍCriteria for the type of cultural facilities 
(movie theater, art gallery, library)

ㆍ3 or more>2>1>without

medical 

Sick/disease 
clinic

ㆍStandards for the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ㆍ5 or more places>3 or more places>3 or 
less>none

Community 
Health 
Center

ㆍCriteria for Influence on Neighboring Areas
ㆍthree-way integration>two-way integration> 

one-way integration>health office

Drugstore
ㆍDrugstore Counting Criteria
ㆍ5 or more places>3 or more places> 3 or 

less>nwithout

commerce

Five-day 
market 

ㆍUsage Range Criteria
ㆍMore than 10,000 people > 5,000 people > 

2,000 people > less than 2,000 or
commercial 

facilities
ㆍFacility count criteria
ㆍ100 or more>50 or more>20 or more>20 or 

Table 3. Criteria for Evaluation of Basement Facilities 

거점시설 평가분석2) 

각 거점시설 별로 평가 기준에 따라 높음 중간 낮음 없음으로 - - -

평가하고 점 배점 요인은 각각 높음 점 중간 점 낮음 점 없10 10 , 7 , 4 , 

음 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1 .

거점 시설별 평가분석 결과 점 점은 매우 우수 점 점50 ~40 , 40 ~30

은 우수 점 점은 보통 점 점은 미흡 점 이하는 열악, 30 ~20 , 20 -10 , 10

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분석결과 신탄진 중심지의 거점시설은 점으로 매우 우수 수준, 61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 의료 문화 등의 거점시설은 매우 우수, , ,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심기능 및 거점시설 종합분석3) 

거점시설 평가 기준에 따른 거점시설 기능분석에서 신탄진동은 

점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거점 시설 평가61 . 

는 신탄진동의 전체적인 범위에서 분석한 결과이며 신탄진동의 연

구 대상지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기능을 상실하여 복지 상업 , 

시장 역할에 한계 노출과 함께 민간영역 교역 의 퇴조는 지역 활성( )

화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광역교. 

통의 발달로 인해 상권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청장년층 부녀자, , 

층 노인층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ㆍ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문, 

화복지 공간 다목적광장 및 공원 등의 시설 부족으로 지역주민 정주,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수요조사 및 분석2.4. 

개발 수요조사 개요는 주민의 설문조사로 차 현장조사의 인터뷰4

와 차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이 건의해준 내용과 현장조사를 3

통해 생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후 디자인 안에 반영하

기 위해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연령 종사업종 지역 생활 만족도. , , ,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 거점시설 이용현황 등으로 ,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현황은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연령별 분포는 세 이상이 60

로 가장 많았고 세 세 세 50% 50-59 25%, 30-39 15%, 40-49 10% 

순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명 여성 75%(15 ), 

명 의 비율로 나타났다25%(5 ) .

under 19 
years of 

age

20 to 29 
years old

30 to 39 
years old

40 to 49 
years old

50 to 59 
years old

over 60 
years of 

age
Total

- - 3 2 5 10 20

- - 15% 10% 25% 50% 100%

Table 5. Survey Age Status

Male Female Total

15 5 20

75% 25% 100%

Table 6. Survey Gender StatusDivision Hub facility Rating Sub
total

High 
(10)

Middle
(7)

Low
(4)

None
(1)

Welfare
Welfare center

1.0
1 ○

Neighborhood 
Park 1 ○

Table 4. Evaluation and Analysis of Basement Facilities

Division Hub facility Rating Sub
total

High 
(10)

Middle
(7)

Low
(4)

None
(1)

Education
Middle school

1.0
1 ○

High school ○

Culture Facility diversity 1.0 1 ○

medical 

Sick/disease clinic

1.0

10 ○

Community 
Health Center 0 ○

Drugstore 7 ○

commerce

Five-day market 

2.5

1 ○

Commercial 
facilities

100 
or 

more
○

Total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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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지역 생활 만족도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 

사업 거점시설 이용현황을 분석 한 결과 지역 생활 만족도는 로 , 78%

높게 나왔고 지역 발전 사업으로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중 거리 활

성화가 가장 높은 다음으로 주차공간 확보 노후 유흥상43%, 34%, 

권 이미지 개선 금강 연계 청년창업 로 나타났다 거점12%, 8%, 3% . 

시설 이용현황에서는 상점 이용과 거리 및 주차공간의 이용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상업 시설 밀집지역으로서의 거리 활성화. 

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대상지 공간구상 및 계획3. 

신탄진 개발체계3.1 

기본방향1) 

신탄진은 일반국도 호선 신탄진로 과 지방도 호선 대청로17 ( ) 32 ( ) 

외 다른 도로가 만나는 결절 지점으로 대덕시 북부에 위치하고 있2

다 접근성이 매우 좋은 지역이므로 신탄진의 주 진입로인 호선을 . 17

중심으로 진ㆍ출입을 고려하여 접근성 인접성 교통량 등이 매우 , , 

장점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개발 방향 2) 

이 지역은 지역주민 또는 방문객의 이동이 많고 새 시장 상가 금, , 

강 연계 상업시설 식당가 등 주민밀착 서비스가 집중되는 기반시, ( ) 

설로 지역발전을 위한 주 이동 축으로 개발한다 보조 이동 축으로는 . 

학교 신탄진도서관 대전보훈병원 등 보행빈도가 지속해서 이루어, , 

지는 가로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고려한다. 

Division Legend Development direction
Main 

moving 
axis

ㆍDevelopment of National Road Line No. 17 as 
the main axis of travel through the center of 
Sintanjin

Sub 
moving 

axis

ㆍDevelopment of the school, Sintanjin Library, 
Daejeon Veterans' Hospital, etc. as an auxiliary 
moving axis

Table 7.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Major Development Axis 

Fig. 2. Major Development Axis

연구 대상지 개발체계3.2. 

기본방향 1) 

신탄진은 중심지의 기존 주요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략

사업의 위치를 구상하고 접근성 가용지 등 지리적 공간구조를 지역, 

자원 분석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전략사업 및 연계사업간 연계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한 계획을 한다.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증진이 가능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계, 

획을 수립한다.

공간구상2) 

신탄진 중심지에 대한 공간적 요소를 먹거리Eat Road( ), Art 

볼거리 살거리 로 체계적으로 분류 공간적Road( ), Market Road( ) , 

인 요소에 맞는 사업을 배분하여 계획하도록 하였다.

Space plan Eat Road Art Road Market Road

Major Business 
Direction

 Route 23 ∙ 
 Route 7∙ 

 Route 23 ∙ 
 Route 810∙ 

 Route 796∙ 

Table 8. Development Direction by Space

3.3. 신탄진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중심시가지 의 일반적인 ( )

개요

본 연구와 관련한 신탄진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

다.

Cases Project plan Selected
year Area Project 

Sintanjin 2017 181,754㎡

Eight detailed 
projects, including 
the Urban Renewal 
Matching Platform 

Table 9. Outline of Subject Project

대전광역시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중 중심시가지 사업으로 년 2017

선정된 지역 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 활력 프로젝“ UP 

트 는 의 면적에 도시 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을 중심으” 181,754㎡

로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8 .

4. 신탄진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 디자인 

제안

디자인 제안을 위한 분석 4.1. 

중심 시가지 가로정비1) 

사업의 위치① 

본 연구의 사업지는 신탄진 역 맞은 편의 위치한 중심상업지이며 

대전광역시 상권의 활성화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대덕구 신탄진지

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신탄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

해 노후한 상권의 물리적 개선과 함께 변화하는 주변 여건ㆍ타겟층

에 맞춘 새로운 콘텐츠 도입을 하여 중심상권으로 활성화가 필요하

고 판단된 지역이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번지 일원. 141-28

으로 주거밀집지역과 같이 있지만 상업중심지역만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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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ace plan

 

대상의 문제점② 

신탄진은 신탄진역의 수혜지역으로 발전했으나 이후 광역철도와 

세종시 발전 등으로 지역발전에 소외된 지역적 특성으로 가로환경

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수준이고 새 시장 상가 등 다양한 랜드마크적 

건축물이 있으나 노후도가 높은 건축물 미정비된 보행로 가로등 , , 

부재로 야간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따른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현장 조사에서 나타났다.

중심지 내 상업지역은 낙후된 골목길과 노후도가 높은 숙박시설, 

상업건축물 담장 등이 경관적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낙후된 도, 

시의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번 도로는 보행로가 좁고 사람들이 . 23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곳으나 보행자와 차량이 동일 노면을 공유하여 ,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보차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디자인 제안 먹거리4.2. ( -Eat Road)

세부계획1) 

신탄진 번 도로와 번 도로는 다른 도로와 달리 음식점의 비율7 23

이 높아 유동인구가 많이 점심 및 저녁 시간에 찾는 거리이며 번 도7

로는 보차분리가 확실하지 않고 갓길 주차된 차량이 많아 보행환경

에 부정적인 가로이다 번 도로는 보차분리가 되어있으나 보행로. 23

의 폭이 좁고 차도의 폭도 다양하여 많은 계획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

다 또한 중심지의 밀집된 상업지역 인구보다 야외 여가활동 공간. , 

이 부족한 실정으로 유동인구가 높은 가로변에 주민들의 공동체 형

성을 위한 쉼터를 마련 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본구상2) 

도입시설

먹거리 조성은 도로의 보행 중심의 공간 구성과 다(EAT ROAD)

양한 도로폭에 맞는 보차 분리 및 보행 안정성을 확보한다.

쉼터는 각 가로의 연결되는 공터와 넓은 보행로에 다양한 공간을 

형성한다. 

Fig. 4. Eat Road spatial schematic diagram

Division Target Development direction

Streetscape 
Improvement

Route 
7 

ㆍThe Pedestrian-Centric Space Composition 
of 4m Road 

Route 
810 

ㆍTo ensure pedestrian separation and walk 
stability for various road widths

Rest 
Area

ㆍIn common, various spaces are formed in 
the connected spaces and wide walkways 
of each side.

Table 10. Eat Road Implementation facility

조성계획3) 

기본방향

사람과 차량이 공존하는 보행자 중심의 경관개선으로 보행환경 

만족도 상승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지역주민 정주만족도 및 방문객 , 

이용 편의를 도모하며 모든 사람이 보행자라는 권리를 바탕으로 사

회적 활동 거점시설 및 장터 이용 등 활성화를 계획한다( ) .

주요노선 및 공간 계획4) 

번 도로7

신탄진 중심 상업지의 접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행로 가치

를 고려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

도록 노후화된 가로정비 시행을 실행한다.

Before After
Fig. 5. Route 7 design comparison

번 도로810

다양한 폭과 상업지역 숙박시설이 밀집된 전면가로 에 , (L=504m)

대해 보차분리를 위한 인도 측에 스트리트 퍼니쳐 설치 및 보행로의 

확장 건물과 건물 사이 공중 공간에 다양한 설치물을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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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fter
Fig. 6. Route 810 design comparison

쉼터

도로 중간에 있는 공터는 지역주민 또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23

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며 불량경관 요소인 쓰레기가 적재된 대상, 

지에 새로운 먹거리 이용한 공간 내 조성하여 경관적 향상을 도모하

고 벽면 녹화 건물과 건물 사이 공중 공간에 다양한 설치물 푸드트, , 

럭과 플리마켓 및 휴게공간으로 만든다.

Before After
Fig. 7. Vacant lot design comparison

디자인 제안 볼거리4.3. ( -Art Road)

세부계획1) 

번 도로는 건물의 밀집도가 낮고 공지가 많이 있으며 주변에 810 , 

술집이 많아 저녁 시간에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다.

번 도로는 보차분리가 되어 있으나 보행로의 폭이 좁고 차도의 폭23

도 다양하여 많은 계획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두 도로 모두 보차분

리가 확실하지 않고 갓길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보행환경에 부정적

인 요소로 작용한다. 

Fig. 8. Art Road spatial schematic diagram

기본구상2) 

도입시설

볼거리 조성은 신탄진역에서 바라볼 때 맞다은 도(ART ROAD) 

로 인지도 높은 도로와 다양한 도로폭에 맞는 보차 분리 및 보행 안

정성을 확보한다. 

쉼터는 각 가로의 연결되는 공터를 임대하여 다양한 전시공간 및 

휴게 공간으로 계획한다. 

Division Target Development direction

Streetscape 
Improvement

Route 
810

ㆍA road with the right road as seen from Sintanjin 
Station

Route 
23 

ㆍTo ensure pedestrian separation and walk 
stability for various road widths

Rest 
Area

ㆍIn common, various spaces are formed in 
the connected spaces and wide walkways 
of each side.

Table 11. Art Road Implementation facility

조성계획3) 

기본방향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공간으로 가로에 있어 많은 볼거리를 확보

하여 지역민과 시민에게 다른 거리와의 차별성을 줄 수 있는 거리로

서의 사회적 활동 커뮤니티 확보 활성화를 계획한다( ) . 

주요노선 및 공간 계획4) 

번 도로810

번 도로의 초반부의 시카고 호텔 부분에 넓은 보행로가 있다810 . 

이 공간은 볼거리의 시작으로 다양한 전시공간을 제시하여 사람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호텔 면에 전시패널 설치와 보행로에 전시를 위

한 전시 매쉬월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볼거리와 보행 안전성 확보로 

지역주민 정주만족도 향상을 계획한다.

Before After
Fig. 9. Route 810 design comparison

번 도로23

신탄진 중심 상업지의 내부 도로 중 가장 메인이 되고 도로폭도 큰 

도로로 접근로로서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행로로 가치를 

고려히여 모든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화된 가로 정

비 시행한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가로의 노후도를 낮추. 

고 신탄진만의 특색 있는 중심가로 형성하여 중심지 활성화 사업, , 

의 메인 보행로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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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fter
Fig. 10. Route 23 design comparison

쉼터

도로 중간에 있는 공터는 지역주민 또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23

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며 사유지로 되어있는 공간을 임대하여 볼, 

거리의 휴식공간으로 다양한 전시를 위한 파빌리온 그늘막 설치, , 

바닥에 아트 페이빙 등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으로 개

방한다.

Before After
Fig. 11. Vacant lot design comparison

디자인 제안 살거리4.4. ( -Market Road)

세부계획1) 

살거리에 위치한 번 도로는 교회의 주차장과 새시장 상가 건796

물이 인접 위치한다.

번 도로는 근처의 교회가 있어 주말 예배시간에 유동인구가 796

증가하나 평일은 갓길에 차를 주차하여 보행에 있어 좋지 않은 공간

이다. 

새시장 상가의 경우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로 새로운 

리노베이션을 통해 신탄진의 활성화에 중심적인 공간이나 겉만 리

노베이션 되어 방치되고 있다.

Fig. 12. Market Road spatial schematic diagram

기본구상2) 

도입시설

살 거리 조성은 폭이 좁은 골목으로 유동인구가 (Market Road) 

적어 유동인구유입 확보가 필요하며 새시장 상가는 신탄진의 랜드

마크 지역으로 활성화 필요하다. 

Division Target Development direction

Streetscape 
Improvement

Route 
796 

ㆍA narrow alley with a small floating 
population ensures the inflow of floating 
population 

New 
market 
center

ㆍNeeded to activate as a landmark area of 
Sintanjin

Table 12. Market Road Implementation facility

조성계획3) 

기본방향

새시장 상가를 중심으로 좁은 길과 연계하여 빈 공간을 이용하여 

플리마켓이나 다양한 포켓 상점을 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적 활

동 및 보행위주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통해 사회적 활동 장터나 (

시장 활성화를 계획한다) .

주요노선 및 공간 계획4) 

번 도로796

신탄진 중심 상업지의 내부 도로 중 가장 작은 도로 폭을 가지고 

있으나 대상지내 모든 도로와 연결되는 보행로 가치를 고려하여 모

든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화된 가로정비 시행을 실

행한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가로의 노후도를 낮추고. , 

신탄진만의 특색 있는 중심가로 형성한다.

Before After
Fig. 13. Route 796 design comparison

새시장 상가

신탄진 지역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어 새

시장 상가의 활성화가 중요한 부분으로 분석되어 새시장 상가 뒷부

분에 공터 지역을 플리마켓 또는 포켓 상점들을 설치하여 많은 유동

인구가 올 수 있는 명소화 한다.

Before After
Fig. 14. New market center design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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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제안 소결4.4. 

신탄진 중심지에 대한 공간적 요소를 이트로드 먹거리 아트로( ), 

드 볼거리 마켓로드 살거리 로 나누어 가로공간 활성화를 위한 거( ), ( )

리 테마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가로 디자인 요소로 볼 수 있는 벽. 

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설물과 바닥 및 공중 요소를 도출 할 수 있다. 

Division Type

Space above Ground ㆍCCTV, Shade membrane, Aerial display, 

Wall ㆍPlant box, Photovoltaic LED wall lamp, Wall Green, 
Wall exhibition, Mesh Wall exhibition, 

Floor

ㆍClay floor block, Photovoltaic LED floor light, Street 
Furniture, Floor Block (Fire Stones), Floor Deck, 
Artificial grass matting, Green center divider, 
Exhibition Pavilion, Art Paving, Flea market

Table 13. Market Road Implementation facility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 이미지를 도출 할 수 

있다. 
결론6. 

우리나라의 도시 년 이후 도시를 재편하면서 인간 보행위주 1970

도시에서 자동차 위주의 도시로 변화 하였다 또한 강남의 개발로 인. 

해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통해 이상의 광로가 생겨났다 도50m [4]. 

시의 새로운 개편으로 인해 이전의 도시의 규모에서 대형 슈퍼블록

이 생겨나 계속적으로 자동차의 중심 공간으로 변화 하였다 그러나 . 

요즘의 추세는 이러한 문제점에 반성으로 주요 지자체는 사람 중심 ‘

도시 보행 친화 도시 를 만드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시 ’, ‘ ’

재생 뉴딜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대상지를 정하여 실제 가로 활성

화를 위한 다양한 공간과 요소를 제안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볼 수 있다. 

첫째 가로 공간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상은 먹거리 볼, (Eat Road), 

거리 살거리 로 체계적으로 분류 공간적(Art Road), (Market Road) , 

인 요소에 맞게 계획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거리의 테마로 다양한 요, 

소를 제안하였다. 

둘째 테마를 적용하여 기성의 같은 길에 대한 다양한 건축 요소, 

를 기본으로 공중 벽 바닥의 디자인을 제안 할 수 있다, , . 

마지막으로 기성 시가지 정비 시 가로 특성과 성격을 규명하여 가

로 특성을 고려한 테마 거리 계획을 하고 가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성

격과 폭에 따른 보차분리의 공간에 대한 유형을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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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건축법에 명시된 건축물 용도별 분류 가지의 중 중심시가지는 일28
반 상업 지역내에 있는 시설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건축물 용도가 가장 
많은 가지의 용도인 복지 교육 문화 의료 상업시설로 분류하였다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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