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약 명 독산로 거리문화 개선[일명‘빨간집’정리]

총사업비 499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사업기간 중기

사업주체 자체
사업성격
(사업유형)

운영(계속) 추진부서 마을자치과

  금천구 주민의 가장 밀접한 생활도로인 독산로의  보행환경 개선 등   

거리문화 개선을 통해 민관협치로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필요

□ 현 황

○ 독산로(20m) 도로는 우리 구 6개동1)을 통과하는 생활밀접도로이며,

시흥대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 도로임

그러나 도로나 주변 환경은 고려되지 않고 시설물(적치물)이 무

분별하게 설치·적치되어 있고 도로 폭이 이용자들에 비해 좁아

그동안 많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었음

- ‘독산로 가로환경 설문조사(2017. 4. 26.)’ 결과

⇒ 독산로에 대한 첫 연상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가 78%이며,

보행환경에 대해서 불편하다가 50%이였음.

또한 보행 불편요인으로 보도상 적치물(37%), 보도

시설물(22%), 가로수에 대한 불편(22%), 노후된

보도블럭(12%)순 이었음

* 독산로 가로환경 설문조사 결과보고[건설행정과-7803(2017.4.26.)]

- 2017. 지역사회현황조사(마을특파원 골목길 변화사업 조사)

및 ‘나풀나풀 100인+ 공론 협치론장(2017. 6.28)’의 결과

⇒ ‘독산로 보행환경개선’ 요구가 많았음

* 나풀나풀 100인+공론 협치론장 결과보고[지역혁신과-5560(2017.7.7.)]

1) 6개동 : 독산2·3·4동, 시흥1·4·5동 



□ 사업개요

○ 독산로 보행환경 등 거리문화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 상 적치물,

시설물, 가로수, 노후된 보도블럭, 유흥주점 등 중 가장 먼저

민관협치로 추진 할 수 있는 사업 선정을 선정하게 되어

‘유흥주점(빨간집) 개선 사업’을 실시하게 됨

○ 금천구협치회의(청년·경제일자리분과), 위생과, 도시재생과 등과

수차례 현장방문 및 공유·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

□ 추진방향

○ 독산로 내 공간 마련으로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사업 추진

⇒ 개선된 유흥주점(빨간집)이 거점이 되어 독산로 보행환경 및

거리문화 개선으로 연계(기피시설이 문화공유시설로 변화)

○ 임대공간 활용 방안 모색 및 운영 주체 선정을 위한 공론장 개최

○ 지속가능 사업을 위한 사업 운영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유도

□ 세부 추진계획

○ 독산로 보행환경개선 1호점 개소 및 운영

- 금천구협치회의(청년·경제일자리분과), 서울남부신협 이사회, 거주

주민, 지역혁신과, 위생과 등과 민관협치로 개소

- 위 치 : 라라랜드(금천구 독산로 70길 3, 서울남부신협 지하 1층,

이전 업체명 : 비선노래바)

- 임차기간 : 2017. 12. 26. ~ 2018. 8. 21.(계약종료)

- 운영주체 : 라라스쿨(성 교육 전문 강사로 구성된 청년 조직으로 성

정체성 확립 등 성 문화 개선에 노력)



○ 독산로 보행환경개선 2호점(주민공유공간 ‘너랑나랑까페’) 개소

- 금천구협치회의(청년·경제일자리분과), 독산3동 통장협의회·주민자치

회, 독산3동주민센터, 지역혁신과 등과 민관협치로 개소

- 위 치 : 금천구 독산로 312. 1층(이전 업체명 : 두루미)

- 임차기간 : 2018. 4. 30. ~ 2019. 12. 31.

- 공간사용에 대한 주민(독산3동 중심) 설문 실시 : 2018. 6월

- 독산로 보행환경개선 2호점(주민공유공간 ‘너랑나랑까페’) 개소 : 2018. 12. 1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독산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공론장 개최
3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유흥주점(빨간집)
개소 및 운영

1개소 이상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2개소 이상 2개소 이상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연차별 소요재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499 105 64 100 110 120

시    비 499 105 64 100 110 120

□ 협업(협치) 사항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

○ 민관협치, 관관협업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보다 성숙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협치·협업 요청

작 성 자 마을자치과장 : 유민석 (2570) 팀장 : 이태순 (2201) 담당 : 박은혜 (2205)

협업부서

문화체육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마을자치과, 도시재생과, 위생과, 
동 주민센터

협업내용  민관협치 추진

중앙정부 서 울 시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