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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체계적인 환경 보전 정책 수립
1.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 수립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생태도시를 구축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쾌적한 자연환경과 높아지는 삶의 질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문제의 제반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전략적인 환경계획 수립이 절실
- 환경의 질 악화에 따라 수질, 대기, 토양, 생태 등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체계적인 환경계획 및 관리방안 검토가 필요
○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경향과 전주시의 환경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분야별 실천전략을 마련하여 관련사업 시행 및 타 계획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 수립

□ 사업개요
○ 21세기 지구환경보전 및 전주시의 환경문제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기반 마련
○ 5개년마다 전주시 지역적 여건, 기본 비전 및 목표설정, 각 분야별 기본계획 등 변화에 탄력적인 환경보
전 정책 발굴
□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06. 12

○ 전주시 환경백서 제작

: '08. 12

○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11. 12

○ 전주시 환경백서 제작

: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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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 지역의 현황 및 환경적 특성 도시계획 등 다양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환경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전망
○ 국가적 환경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자연생태 보전 계획
○ 자연자원 보전과 효율적 이용
○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계획
○ 환경을 지키는 경제·경제를 살리는 환경 계획
○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자연생태 보전 계획 등
○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방향 및 실천계획 수립
○ 전주시 환경비전 : 도시환경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대기, 물, 토양, 자연환경, 생활환경,
공원녹지,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기본 목표 제시 및 추진 전략
□ 추진성과 및 의미
○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능동적인 지방환경행정 전개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5개년마다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수립으로 변화하는 트랜드에 맞춘 환경정책 수립으로 발빠른 대응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으로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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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피해가 전세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국
가목표를‘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로 설정하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을 시행
(2010.4.14.)
○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주체로서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예측으로 전략적인 감축
방안등이 마련되는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 강구, 과업 수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전주시는 지자체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 지침시달(환경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에 대한 추진전략을 수립, 실천함으로써 정부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및 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로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에 대한 추진전략 수립을 통하여 정부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및 기후변화대응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우리시의 실행 가능하고 통합적인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 및 특화된 중점 추진사업 도출
○ 사업기간 : 2012. 5 ~ 2013. 2
○ 사 업 비 : 85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기후변화대응 현황과 전망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전망, 감축 방안 마련
-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 시민 녹색생활실천운동 참여 및 홍보 방안 발굴
□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 전주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연구
○ 전주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용역(한국환경공단)

: 2006
: 2009
: 2012 ~

□ 추진성과 및 의미
○ 전주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2020년 배출량 전망
○ 전주시 온실가스 배출목표 수립 및 감축방안 마련
-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가능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 대표사업 선정 및 시행
- 기후변화 대응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전주시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계획 수립

: 2013. 7. ~
: 201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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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 전주시는 수원 확보ㆍ수질 개선 등 물 관리 전반에 대한 100년 대계인 물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 도시화로 인한 시가지의 확대로 불투수면이 증가함에 따라 물환경 요소인 수량, 수질, 생태계, 기후
등이 악화되어 수자원 및 물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모색
○ 도심 하천의 수량 확보 및 수질 개선, 수자원의 친환경적·시민 친화적 활용을 통한 자연환경보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그간 추진사항
○ 2008년 11월 용역을 실시, 우리지역 수환경 현황을 분석하고, 물관리 목표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2009년 11월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 수환경 기초 현황조사, 물관리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분야별 물환경 관리계획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
으며
○ 종합대책으로는 5개 분야 24개 사업에 대한 물환경 관리계획이 수립됨
- 도심하천 유지용수 확보방안(노송·아중·건산천 하수처리수 재이용), 전주천
(상관저수지 증고, 홍수조절지 설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삼천(다목적 저류지설치, 구이저수지 증고)
- 수질개선방안(합류식하수도 월류수(CSOs)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 정비)
- 저영향개발(LID)방안(신도시 개발, 도심재개발사업 추진시 LID 기법 적용, 신축건물 빗물이용시설
설치)
- 덕진연못 수질개선방안(하수관거 분리사업, 전북대학교 하수처리시설 이용을 위한 협력사업,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 추진성과 및 의미
○ 전주천 등의 물이 부족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추진계획을 제시하는 등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수립 방안제시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용역 결과 전주시 물관리를 위한 5개 분야별 세부추진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확보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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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 물 재이용 개념
- 빗물, 오수, 하수·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용수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 필요성 (정책의 취지)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빈발, 수질오염으로 인한 향후 물 부족 문제심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물을 재사용하는 친환경 수자원 확보
·물 순화의 건전성, 양질의 안정적인 용수원 확보 및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오염부하량 감소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
○ 발안동기 (전주시)
- 새만금 유역의 국가적 환경관리 관심증대로 만경강, 동진강의 안정적 수자원 확보 및 수질개선
-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새만금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유역내 최대 오염원인 전주시의 물 재이용 필요
- 전주시 물 재이용을 통한 도심지 열섬완화, 생태서식지 확대, 하천 건천화 해소
-“사용된 물도 자원이다”
라는 개념전파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
○ 물 재이용 방향
- 빗물이용시설 확대 및 중수도시설 설치 확대방안 강구 : 조례개정
- 하·폐수 재이용으로 전주시 수질오염 총량 삭감량 인정
- 새만금의 중요성으로 환경부 국가예산확보로 재이용 시설확대

□ 사업개요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물 재이용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물 재이용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 대상지역은 전주시 행정구역 전체(206.01㎢) 및 완주군 인접 지역 (191.14㎢이서, 구이, 상관면)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초조사,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하천영향분석, 사업
계획수립,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교육, 홍보를 수립함
□ 그간 추진사항
○ 환경부“물 재이용 기본계획”
에 의거하여 전주시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심의, 일상감사, 용역발주, 업체선정을 완료하였으며
○ 물 재이용 관리계획 내실있는 용역수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방향 설정 및 의견을 수렴코자 부시장을
단장으로 T/F팀(12명)을 구성하여“물 재이용 T/F팀 운영 및 1차 포럼”
을 개최하고 물 재이용의 다각화
방안, 과업분야별 사업추진설명 및 토론회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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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전주시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물순환 건전성 및 양질의 안정적인 대체 수자원 확보는 물론
사회ㆍ경제적 비용절감, 하천 건천화 해소, 수질개선 효과, 빗물 및 중수도 이용시설 증가로 상수도
대체용수 효과가 증대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강우의 지역ㆍ계절적, 유출특성 등을 고려 빗물이용시설 확대방안을 수립하고 중수도 대상시설현황,
설치규모산정 및 목표량 산정 및 중수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 및 운영 개선방안,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현황, 재이용 수요계획 및 목표량을 산정하여 물 재이용 시설의 규모, 용량, 개발사업 등을
도출하여 사업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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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 폐기물관리에 관한 최상위 행정 계획으로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친환
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 정책 방향 및 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시행
- 폐기물관리법 제9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제1항
※ 10년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사업개요
○ 대상기간 : 2012년 ~ 2021년
○ 주요내용 : 폐기물의 종합적·효율적 관리방법 모색, 장기적인 폐기물 관리 방향 및 방안 등을 수립
- 지역의 특성과 현황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감량·재활용·처리)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 지역 내·외, 국제적 환경변화와 전망 및 관련계획의 검토 등
□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제출(전라북도) : ’
11. 6.
○ 전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보완·제출(전라북도) : ’
11.10.
○ 전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승인
【전라북도(환경부)】: ’
11.12.
□ 추진성과 및 의미
○ 녹색성장형 폐기물 통합관리 체계 구축
- 폐기물 감량 및 폐자원의 적극적인 활용(폐기물에너지화·온실가스감축)을 통해 경제적 수익과 연계
○ 공생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생태산업단지 정착
- 기업간 폐기물 부산물 네트워크를 통해 수익창출과 동시에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정착
○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참여형 폐기물 관리 정착
- 기업·시민·행정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공동체 협조와 참여의식 제고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처리 중심에서 효율적인 생산소비·물질재활용·에너지회수·처리선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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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결으뜸도시 조성』불법쓰레기 퇴치 활동 강화
○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주를 찾
는 내·외 관광객에 대한 청결한 도시 이미지 확산

□ 사업개요
○ 기 간 : '09. 1. 1 ∼ 현재(연중)
○ 점검지역 : 청소 취약지 등 전주시 관내
○내 용
- 쓰레기 다량배출지역 정비 및 지도·단속
- 쓰레기 분리배출요령 대시민 홍보 전개
- 청소 취약지(146개소) 제로화 운동 전개
□ 그간 추진사항
○ 시·구·동 합동 단속 실시 : 연 2회 이상
○ 매일 불법쓰레기 다량배출지역 권역별로 순회 점검 실시
○ 시민 스스로 정비를 위한 자율정비협의회 구성 : '12. 4월
- 자율정비협의회원 439명 (완산 248, 덕진 191명)
○ 생활 쓰레기 적치 공한지 청결 유지 명령을 통한 토지 소유자 자체 정비유도 - 관내 101개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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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불법투기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주민신고제 도입
- 주민신고제 예산: 25,000천원(완산 12,500, 덕진 12,500)
○ 원룸·다가구주택 밀집지역 관리인 임명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 원룸·다가구주택: 2,593세대(완산 1,517, 덕진 1,076)
○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점관리구역 순찰강화
- 한옥마을, 영화거리, 남부시장,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시외버스터미널,
전주역(9개소)
□ 추진성과 및 의미
○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청소 취약지의 감소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내 상가 앞 내가 청소하기’전개로 자율적 시민참여 의식 향상
○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분리배출 의식 제고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공무원, 주부환경감시단, 자율정비협의회 합동단속 추진
○ 권역별 순회 지도.점검 및 상습취약지역 강력단속 병행추진
○ 자율정비협의회 실질적 운영으로 시민의식 함양
○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한 폭넓은 대시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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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국최초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2005년 직·매립 금지 이후 2008년 비례제 시행 전 일일배출량 지속증가
2006년(14톤) 6.5%, 2007년(22톤) 9.5%, 2008년(10톤) 4.0% 증가
○ 기존 월정액 수수료 부과방식, 거점수거용기 방식의 문제점 도출
○ 납부필증·스티커 부착방식은 배출시마다 구입·부착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제작·관리 비용 지속
소요, 불법 유통방지 관리대책과 용기 도난 문제 발생
- 음식물쓰레기 관련 정보의 과학적 분석과 통계 부족으로 정책 수립 곤란
⇨ 배출원에서의 원천 감량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IT기술 도입
○ 제도개선 방향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
- 음식물 수거용기에는 배출원 정보가 저장된 RFID 태그 부착, 수집운반 차량에는 RFID인식 리더기
와 무게 측정 전자저울 장착
- 음식물쓰레기 수거시 배출원 정보와 배출량·배출횟수 자동수집
20L 이하 소형용기 : 배출횟수 측정, 60L 이상 대형용기 : 배출량 계근
- 수집정보는 중앙센터에서 취합되며, 매월 배출량을 정산하여 수수료 부과
- 수거 수수료는 상하수도 요금 수수료와 연동, 별도의 비용이 필요치 않음
-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예상수수료 확인가능
※ 상기 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2008. 4. 11)으로 지적 재산권 확보상태

□ 사업개요
○ 구축기간 : 2007. 02. 05 ~ 2009. 09. 01
○ 대상지역 : 244,811세대(단독 99,680,
공동 145,131)
○ 소요예산 : 1,298백만원
○ 시스템 구축내용
- 배출자용 전자태그를 수거용기에 부착하여 수거
량 등을 인식하여 실시간 전송
※ 구축도 : 전자태그 발급⇒수거⇒처리장 정보
처리⇒수수료 부과
- 수거방식 : 문전(단독주택·음식점), 단지별
계량(공동주택)
□ 그간 추진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 '07. 2. 5
○ 1차년도 시스템 공동주택, 감량의무사업장 구축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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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시스템 단독주택, 음식점 구축완료 ‥‥‥‥‥‥‥

'09. 2. 28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 ‥‥‥‥‥‥‥‥‥‥‥‥ '09. 9. 1
○ 환경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종합대책 전주시 사례 채택 홍보 ‥ '10. 2. 3
○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보고대회 등 사례발표 ‥‥‥ '11. 2. 11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언론보도(2008.6)

□ 추진성과
○ 종량제 시행 전 2008년도 대비 2012년도 10% 감소
단독주택, 음식점 등 영업장 '08년 대비 감소량 7,912톤 (14.8%↓)
공동주택 '08년 대비 감소량 1,229톤 (2.89%↓)
연도별 발생량

구 분
배출량(톤/일)
전년대비(%)

2007
253
9.52%

2008
263
3.95%

2009
238
△9.51%

2010
227
△ 4.62%

2011
232
2.20%

2012
237
2.15%

300
280
260
240
220
200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08년(종량제 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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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량 대비 수집ㆍ운반, 처리비용 절감 : 약 920백만원/년
○ 온실가스 총 15.11톤kgCO₂
감축 (소나무 3,128 그루 1년간 흡수량)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통계 DB 축적, 효율적 청소행정 체계 개선 반영
○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TAG 관리로 수거용기 분실 사례 방지
○ 상수도 요금 통합 부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과 수수료 체납 방지
○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및 납부금 실시간 확인가능
※ 상기 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2008. 4. 11)으로 지적 재산권 확보상태
◇ 시스템 구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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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 확대시행
○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전 국민 실천 프로그램
○ 국가 시책사업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추진(´08년)
-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전기분야 탄소포인트제 시작
○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사업(민선5기 공약사업)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 에코 시범도시조성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분야
탄소포인트제 추진
○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방안 강구(´12. 12. 10. 시장지시)
- 탄소포인트 가입확대를 위한 그린리더 양성을 확대하여 녹색생활 실천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 사업개요
○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따라 시민들
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
○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
용량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산정방법
- 반기별 온실가스감축률이 10%이상일 경우 전기 20,000원, 수도 5,000원, 도시가스 10,000원
인센티브 발생
- 반기별 온실가스감축률이 5∼10%미만일 경우 전기 10,000원, 수도 2,500원, 도시가스 5,000원
인센티브 발생

787

제6장환

경

□ 그간 추진사항
○ 전기분야 탄소포인트제 시범실시

: '08. 9. 11.

○ 수송분야 탄소포인트제 전국 최초 시범실시

: '09. 1.

○ 도시가스분야 탄소포인트제 확대실시

: '10. 1.

○ 상수도분야 탄소포인트제 확대실시

: '11. 1.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상품권 지급시행 : '13. 1.

□ 추진성과 및 의미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현황

년 도
가입세대수
지급세대수
인센티브지급액
종 류

2009
5,188
2,930
61백만원
현금

2010
10,876
6,924
172백만원
현금

2011
15,832
10,110
304백만원
현금

2012
22,913
10,398
294백만원
현금

2013상반기
24,507
8,851
131백만원
상품권

전기
2,363천kWh
1,002
4,737천kWh
2,008
12,311천kWh
5,220

도시가스
361천㎥
808
853천㎥
1,909
1,391천㎥
3,117

상수도
84천㎥
28
156천㎥
52
323천㎥
107

○ 온실가스 감축실적

년 도
2010년
2011년
2012년

구분
절감량
CO2 절감량(톤)
절감량
CO2 절감량(톤)
절감량
CO2 절감량(톤)

합계
1,838
3,969
8,444

○ 추진 성과 : 년도별 가입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500세대가 가입하였고 2012년 말까지 온실가스
(CO2) 18,200톤을 감축하였으며 이는 연간 3,640천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효과와 같음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확대
- 목표율 : 현재 10.2%(24,515세대) ⇨ 15.1%(36,500세대)
○ 탄소포인트제 홍보 지속 추진 : 연중
- 그린리더 에너지진단활동 연계 및 다중집합장소 홍보
- 공동주택, 도서관, 동 주민센터 등에 홍보물 배포
- 상업시설에 대한 가입확대 추진
788

제 1 절 체계적인 환경 보전 정책 수립

9. 폐식용유 바이오연료화 사업
○ 환경단체 폐식용유의 재활용(바이오디젤) 시스템구축 제안('08. 4.)
-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바이오연료 사용을 통하여 폐자원의
재활용과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특히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폐식용유 재활용 시스템구축을 제안하고 행정에서 이를 수용하여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추진
○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추진 제안('08. 5. ~ )
-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시범도시 지정 및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으로“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사업”국가예산지원 제안
-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으로“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사업”환경부
예산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09 ~
‘12년)
○ 민·관 간담회를 통한 사업추진 공감대 형성('08. 5. ~ 11.)
-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환경단체·전문가·기관·의회·행정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를 통해 사업취지 및 목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위한
노력 결의

□ 사업개요
○ 목 적 :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를 자원화
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09. 1.~ 2013. 2.
○ 총사업비 : 8.4억원(국비 3.8억, 지방비 4.6억)
○ 사업내용 : 폐식용유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폐식용유 수거용기를
제작, 보급하고 수거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통하여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가정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실천 활동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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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공동주택 폐식용유 수거용기 1,815개 제작 및 설치

: '09. ~'11.

○ 폐식용유 수거참여자 308개소 9,595천원 인센티브 지급

: '09. ~'12.

○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사업지원(전주효자시니어)

: '09. ~'12.

○ 폐식용유 수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조사 용역완료

: 2012

○ 가정용 수거용기 28,456개 제작 및 배포완료

: 2013

□ 추진성과 및 의미
○ 폐식용유 수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성과

수거자/연도

'09년(ℓ)

'10년(ℓ)

'11년(ℓ)

'12년(ℓ)

계(ℓ)

계

65,820

291,537

298,782

143,905

800,044

CO2 감축량
(BD20사용시)
2,112,117kg

○ 바이오 연료를 경유 연료와 대체 사용시 온실가스 외에 벤젠, 방향족 화합물 등 특정대기오염물질 저감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바이오 연료 전용 주유소를 설치하여 전주시 및 인근 시군의 관용 경유 차량에 바이오연료 직접 주유
추진 : 2013.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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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 지구 온난화 등 이상 기후현상에 따라 물에 대한 소중함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급부상 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급변한 도시화로 지하수 수위 저하와 건천화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물 문제 대두
○ 빗물이용은 새로운 수자원 확보를 위한 물부족 대안이 되고 있어, 빗물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

□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고 2010년에
「전주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지침」
을 수립하고
○ 공공건물의 빗물시설 설치 의무화와 일반건물 건축시에도 빗물설치시설을 권장하고 있으며
○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까지 19개소에 270백만원을
지원하여 1,505톤의 담수시설을 확보하고 아파트 조경수, 청소용수, 학교 텃밭 용수 등 다양하게
빗물을 활용하고 있음
○ 그중 인후동 위브어울림아파트 빗물시설(1,400톤)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의 폐정화조를 활용하여
빗물저장시설을 확보한 사례임
□ 추진성과 및 의미
○ 전주시 빗물설치지원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빗물의 재활용 인식을 제고시키고
○ 사업을 실시한 학교, 유치원 등에서 교육 및 체험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의 환경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킴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빗물의 효율적 이용으로 수자원 보전과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에 대비
○ 시민의 물절약 함양을 위한 홍보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빗물이용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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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헌옷수집·운반 및 처리 시범사업
○ 헌옷수거함 주변의 상습 쓰레기장화로 반복 민원 발생
- 자격 없는 개인 및 단체 17개 업체가 헌옷수거함 설치 및 헌옷수거
- 낡고 각양각색의 헌옷수거함으로 인한 미관저해 및 교통권 침해
- 헌옷수거함 주변이 각종 불법쓰레기 투기장으로 고착화
○ 2009년 상반기 시장님 실태파악 및 대책 마련 지시
○ 2010. 01. 08.“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제정
○ 기존 헌옷수거업자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의 밀착행정을 통해 시정 추진방향 설명 및 이해 확보를
통해 전국 최초로 헌옷수거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 시행하게 됨(대행 시범사업 협약)
○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헌옷수거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

⇨
4개 품목수거
시범운영
❶헌옷 ❷형광등 ❸건전지
❹소형가전제품

□ 그간 추진사항
○ 2010년부터 전주시는 주택가 골목길에 무단 설치된 헌옷수거함으로 인한 교통장애, 주변 쓰레기 투기
등 환경오염을 해결하고자 타 자치단체 사례 조사, 기존 헌옷수거함 업자와의 수차례 간담회 개최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음
○ 2013년 7월 29일 전주시 소재 2개 사회적기업과 헌옷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인 헌옷의 체계적인 수거체계를 마련하였음
- 완산구 1개, 덕진구 1개의 대행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헌옷 매각수입금을 사업자에게 귀속하는 대신,
- 대행 사업자로 하여금 아트폴리스 전주시 이미지에 부합한 신형모델 헌옷수거함을 자체부담으로
설치하게 하는 한편, 헌옷수거함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그 주변 청결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전주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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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헌옷수거함의 숫자를 기존의 3,500여개에서 2,000개로 대폭 축소하여 골목길 차량소통 및 보행권
개선 이바지
○ 헌옷투입함에 형광등, 전지류 및 소형가전제품을 함께 배출토록 함으로써 해당 품목에 대한 수거율
제고 및 환경오염 방지기여
○ 대행사업자로 지정된 2개 사업자는 전주시 소재 사회적 기업으로 헌옷 재사용 판매업체의 활성화 및
헌옷 수집운반 및 선별인력 등에 대한 추가 수요 창출로 일자리 증대 효과 기대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재활용가능자원인 헌옷의 안정적 수거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오랜 세월 동안 시민불편이 지속됐던 헌옷
수거함 주변 청결문제 해결
○ 헌옷뿐만 아니라 재활용가능자원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재사용 및 재활용이 생활화되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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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절 천년전주 푸른도시가꾸기 사업 중점 추진
1. 푸른전주운동본부 설립 및 천년전주 푸른도시 추진협의회 운영
○ 21세기는 환경이 자산이 되는 시대라 할 만큼 녹색환경도시는 지역의 경쟁력을 따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음.
○ 미래의 도시정책은 경제성장과 도시팽창을 위해 환경을 도외시 했던 산업시대와 달리 쾌적한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 있음
○ 그 동안 전주시에서는 2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도시녹화를 위한 많은 사업과 노력을 전개 해 왔으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다 보니 나무심기 사업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심어진 나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가꾸는 사업에는 한계를 가져 왔음
○ 전주시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행정주도의 도시녹화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해 가는 푸른도시가꾸기시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7. 1 ~ '13. 6월
○위

치 : 완산구 서노송동 560-2(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 추진인원 : 상임대표 허종현 등 50명(시민단체, 전문가 등 7개 분야)
○ 사업내용 : 위원회 설립 및 시민헌금 모금, 시민식수 운동추진
○ 사 업 비 : 887백만원(시민헌금 507, 보조금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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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및 창립 발대식 : 60명/ '07.2.27
○ 푸른도시운동본부(사) 설립허가(전라북도) 및 등기(전주지법) : '07.5.17
○ 푸른전주 가꾸기 사업 현황('07.1 ~ '13.6월) : 총 35,850여명 참여
- 나무심기 : 식목일 행사 외 30개 사업, 50여종 56천본 식재, 식재면적 30,000㎡, 참여인원 7,400여명
- 교육 및 포럼 : 에코스쿨외 39개 포럼회 개최, 4,150여명 교육
- 봉사활동 : 생태길 탐방로 정비 등 25회, 9,800여명 활동
- 기타사업 : 경기전 나무이야기 등 220개 사업, 14,500여명 참여

□ 추진성과 및 의미
○ 시민녹화 장려사업, 녹색인력 양성사업, 녹지정책 참여 및 자문 활동
-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하게 사업 추진
○ 지속가능한 푸른전주를 만들어 시민 주도 및 참여형 녹색정책 사업 추진
- 사업추진에서 사후관리까지 연계하여 진행 및 참여 인원이 매년 10%이상 증가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나무데이 행사, 양묘장 생태체험교육, 청소년 에코스쿨 등 20여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추진
○ 녹색마인드 확산사업(보호수 스토리텔링 등), 녹지정책 참여 및 자문활동
- 사업 영역 및 참여 대상 확대 추진(1만명/년), 녹지정책 참여 범위 확대(기후, 환경, 생태, 재해 등 추가)

795

제6장환

경

2. 푸른도시조성사업(300만 그루 나무심기)
○ 살기좋은 녹색도시 조성
- 민선4기 공약사항인“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이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푸른도시조성사업을 정하고 전주시를 회색 도시에서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계획
- 녹지의 확충과 함께 양호한 녹지를 보전하고 심은 수목을 가꾸기 위한 녹지보전계획으로 시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시민참여 녹화 프로그램
□ 푸른도시조성사업 전·후사진

□ 사업개요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도시화로 감소된 녹지량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녹색쉼터 요구를 해소
하고자
○ 민선4기에는 160억원을 투입하여 천년전주 푸른도시가꾸기사업으로 300만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추진하였고 민선5기에는 40억원으로 푸른도시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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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민선4기에는 160억원을 투자하여 담장없애기사업, 도시숲, 천년숲마을마당, 벽면녹화, 그린터널조성,
도시공원녹화, 도심쉼터공간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305만그루 수목 식재 완료
○ 민선5기에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40억원을 투자하여 그린터널, 도심쉼터공간조성, 도시숲사업 등
8개 세부사업으로 추진

□ 추진성과 및 의미
○ 도심내 가시권이 집중되는 교통섬, 공한지, 가로변과 주요 진입로에 상징있는 숲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인 시민 휴식 공간제공과 푸르고 아름다운 이미지 제고로 살기좋은 전주 완성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공원녹지가 단순히 휴식을 위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이용자의 욕구패턴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여 조성 및 배치
○ 전체적인 측면에서 녹지네트워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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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학교 숲 조성사업
○ 삭막한 교통섬 및 대로 교차점 공한지에 큰나무를 식재하여 도심내 거점 숲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되
었음
-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하고가 높은 수목을 식재하여 숲의 장점 부각
- 학교내에 수목식재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과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쾌적한 녹색공간 제공
- 학생과 시민들에게 자연의 조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의 장 제공
○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는 Green network 형성
- 교통섬, 학교 등 도심 내 숲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시민휴식 공간을 만들어 단절되어 있는 녹지와
녹지를 연계한 Green network을 형성하여 열섬화 현상 완화 기여

□ 사업개요
○ 도심내 공한지, 교통섬, 학교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7,140백만원을 투입하여 숲 조성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생태계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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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민선4기(2007년∼2010년)에 사업비 5,200백만으로 통일광장 등 45개소에 소나무등 38종 216,505
본 식재와 화강석의자 등 5종 102개의 휴게시설 설치
○ 민선5기 첫해인 2011년에는 사업비 760백만원으로 효자동 미관 광장 등 5개소에 느티나무 등
23종 19,376본 수목식재와 등의자등 2종 17개 휴게시설 설치
○ 2012년에는 동물원 진입광장 등 7개소에 사업비 620백만원 으로 이팝나무 등 16종 34,560본
식재와 휴게의자 18점을 설치
○ 2013년에는 월드컵경기장, 문학대공원 등 4개소에 사업비 560백만원 으로 소나무 등 14종 38,868
본 식재 및 평의자 등 2종 10개의 휴게시설물 설치

□ 추진성과 및 의미
○ 학교내에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과 시민들이 쾌적한 녹색도시생활을 누리는
삶의 질 향상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개발로 인한 삭막한 도시공간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삶의 여유와 활력을 가지도록 숲과 녹색쉼터의
양적, 질적인 증가 지속 필요

799

제6장환

경

4. 자연생태체험학습원 조성
○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꽃과 나비가 찾아오는 녹색숲으로 변모시켜
단순한 환경개선의 수준을 넘어 자연생태체험학습 및 시민들의 휴식과 소통이 영위될 수 있는 대규모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음
○ 주변 묵방산과 아중저수지, 한옥마을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전주의 대표적인 명품 도시
숲을 조성하여 녹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시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조성 전

조성 후

□ 사업개요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56-1번지 일원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유휴토지를 이용하여 면적 5만6천㎡
규모로 조성
○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희망근로사업 예산 총 1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근로자
120여명을 활용하여 조성

□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1차년도 사업에는 기반시설을 조성하였는데
- 숲속 쉼터, 야생화 관찰원, 조경수 및 초화류 생산 포지와
- 원두막, 피크닉 탁자, 통나무의자 등 편의시설 67점을 설치했으며
- 아름다운 경관 연출을 위해 113천본의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
○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2차년도 사업은 세부시설 조성을 추진하였는데
- 11천㎡ 규모의 테마식물 군락지와 이벤트화단 조성으로 계절별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으며
- 숲체험장,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다양한 자연생태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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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과거 혐오시설로 쓰레기매립장이었던 곳을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 자연환경으로 탈바꿈시켜 공간의
가치 제고는 물론이고,
○ 도심 개발로 인하여 갈수록 열악해지는 녹지환경을 푸르고 아름답게 재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머물고
싶고, 찾고 싶은 아트가든(Art Garden) 조성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전주는 전통문화 대표 도시로서 한(韓)문화와 어우러지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숲 조성으로 또 하나의
도시숲 조성 모델 제시
○ 도심속에서 자연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아름다운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과 어린이들의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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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린터널 조성사업
○ 콘크리트 구조물과 소음 및 매연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가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로와 공원 등에 수목이 우거진 녹색터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음
○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적·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싶은
욕구를 분출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고자 사업을 기획하게 됨
○ 도시생활로 지치고 피폐해진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수목을 식재하고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쉼터를 조성함

조성 전

조성 후

조성 전

조성 후

□ 사업개요
○ 도심 가로망과 연계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생활환경 제공을 위하여
○ 주요 중심도로의 중앙분리대, 가로수 등에 수목터널 조성 및 특색있는 녹색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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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34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 월드컵로, 녹두길, 우전로, 전주IC주변 등 24개소 약 14km에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19종 21만9천
그루를 식재하였고
- 수목보호휀스 2,124m, 수목보호판 375개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음

□ 추진성과 및 의미
○ 전주시 열섬현상 및 환경오염 저감효과가 있으며, 시원한 녹음이 있는 가로경관은 물론,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식재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률이 현저히 저감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생활환경을 제공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도심내 녹지조성이 필요한 숨은 공간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그린터널을 연결하고 가로경관을 향상시
키고자 함
○ 대부분 협소한 공간에 녹지를 조성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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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후공원 정비사업
○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야외 레저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규모 도시공원의 지역
불균형으로 동부권 지역의 주민 복지향상 차원에서 인후공원을 정비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음
○ 인후공원내 편익시설과 운동시설 등의 지속적인 확충과 관리로 도심내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제공

□ 사업개요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인후공원(면적 76천㎡)내 조경, 다목적운동, 편익시설 및 등산로정비, 숲 조성,
스포츠타운 등을 생활권공원, 공간시설로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
○ 2008년부터 2011년까지(4개년) 총 사업비 7,000백만원을 투입하여 인후공원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사업임
□ 그간 추진사항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예산 7,000백만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정비 2km, 화장실 1동, 데크계단
83m, 음수대1, 인후배수지 주변 포장(L=410m, B=7~10m), 운동시설 정비 13개소, 야생화식재
11,160본(구절초 등 5종)등을 정비하였음
□ 추진성과
○ 동부권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년중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한 공원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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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북부권 신 성장벨트 녹지생태띠 조성
○ 시장공약사업으로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생태적으로 건설하여 모두
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자 기획함
○ 팔복동은 공장이 적은 우리시에는 소중한 생산기지임에도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녹지량을 확대하고
휴식공간을 늘려 쾌적한 공단으로 가꾸고자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서북부권 지역의 녹지생태축을 연결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팔복공단과 서부신시가지 등
서북부권에 녹지대를 조성함
□ 그간 추진사항
○ 2008년 2월에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기본계획)을 승인하여 녹지는 완충녹지와
근린공원 등 8종 852,893㎡(총면적의 8.4%)를 조성할 계획임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2,000백만원을 투자하여 팔복동 제1공단1길과 상리4길 등 4개소에
교목은 이팝나무 등 3종 162주, 관목은 조팝 등 8종 34,700주를 식재함
□ 추진성과 및 의미
○ 서북부권의 녹지생태축 연결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녹색생태도시 조성
□ 향후 추진계획
○ 35사단 이전 부지는 녹지를 최대한 보존 및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
○ 서부신시가지의 부족한 녹음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원,녹지 보완식재
○ 팔복동 공단에 공단숲을 조성하여 주민쉼터 제공
○ 월드컵경기장의 빈약한 녹음량을 보완 확대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심녹지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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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고산성~오목대 주변 전통 생태숲 복원사업
○ 전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관광자원인 한옥마을에서 동고산성 주변에 식생하고 있는 외래수종을 정통
수종(소나무, 상수리, 이팝나무 등)으로 식재하여 역사탐방로와 생태숲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였음
○ 역사탐방로와 생태숲을 조성하여 한옥마을과 동고산성을 연결하는 문화역사 관광자원 기반시설 구축
□ 사업개요
○ 전주시 동고산성에서 한옥마을까지 도심내 경관녹지 조성을 위하여 외래수종을 소나무, 상수리, 이팝
등 전통수종으로 식재
○ 2007년부터 2009년까지(3개년) 총사업비 912백만원을 투입하여 전통 생태숲을 복원하는 사업임
□ 그간 추진사항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옥마을에서 동고산성간 역사탐방로 조성, 오목대 절개지 정비, 동고산성에서
오목대 주변 생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탐방로정비 3.9km, 절개지 사면보호 1개소, 수목식재
(이팝나무 등 7종)11,844그루, 초화류식재(맹문동 등 8종) 21,862본 등을 식재하여 생태숲 조성
□ 추진성과
○ 전통 생태숲 조성으로 녹색환경과 어우러진 역사탐방로 조성으로 천년전주 이미지 제고

오목대 절개지 정비

한옥마을-동고산성 간 역사탐방로

동고산성~오목대 주변 생태숲 조성사업 데크설치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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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녹지관련 조례제정 및 운영
○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도심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가로수, 녹지, 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조례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7. 1 ~ 2013. 6월
○ 사업내용 :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
□ 그간 추진사항
○ 산림청 가로수·관리조례 표준안 작성 배포 : '06.12.19
○ 관련부서 의견 협의(21개과), 조례안 작성 및 입법예고 : '07. 1.19 ~ 4.19
○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제출 및 상정: '07.11 ~ 12월
○ 전주시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제2697호)
⇒ '08. 1.10일 공포 시행(총 45조항)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개정(제2698호)
⇒ '08. 1.10일 공포 시행(총 19조항)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2차례) : '11.12월, '12. 8월
○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6차례) : '08.11 ~ '13. 6월
○ 도시공원위원회 운영현황 : 위원회 총 13명, 총 22회 개최('08.1~'13. 6월)
○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07년 ~ '30년) : '11.2월
□ 추진성과 및 의미
○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사항 및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도심내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도시공원위원회 연 4회 ~ 5회(제 23회)개최
⇒ 도시숲 조성사업, 공원조성 변경계획, 가로수 조성 협의 등 심의 및 자문
○ 전주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계획('14년 ~ '23년) 추진
⇒ 도시숲, 생활림, 가로수, 산림, 녹지 등의 체계적인 조성 및 효율적 관리

807

제6장환

경

10. 서부근린휴양공원조성사업
○ 전주 도심공원인 화산공원에 화산체육관과 연계한 운동, 휴양공간을 공약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공약사업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결과 완산생활체육공원으로 대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완산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 등 5종 31개 체육시설을 조성 완료하여
서부권지역 시민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였음

□ 사업개요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화산공원내 부지 102천㎡에 화산체육관과 연계한 시민휴양 공간시설을 조성
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 2006년부터 2010년까지(5개년) 총사업비 10,000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공약사업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07.6.12)결과
(
공약명칭은 유지하되 대상지를 완산생활 체육공원에
휴양 및 편의시설로 대체변경 추진결정으로 별도의 사업비 투자 없이 기존의 체육공원에 건강·휴양
기능 등의 시설 추가 완료로 서부근린공원 조성목적 달성
□ 그간 추진사항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상ㆍ하수도, 주차장, 부지내 도로 등
기반시설 및 축구장 외 5종 31개 체육 및 휴양ㆍ편익시설 등을 추진 완료
□ 추진성과
○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서부권지역의 휴양ㆍ편익시설 확충으로 시민 야외레저 활동공간 제공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완산생활체육공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서부권지역 주민들의 휴양, 편익시설 활용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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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벽면 녹화사업 전개
○ 도심열섬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온난화까지 겹쳐서 도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건축물 벽면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을 벽면녹화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도심열섬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음
- 벽면을 녹화할 경우 여름철 실내온도를 낮추게 되어 냉방에너지를 절감하고 CO₂
발생량 감소 및
도시경관 향상

□ 사업개요
○ 절개지나 옹벽 등은 개발의 흔적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하므로 경관을 향상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고자
옹벽, 절개지, 콘크리트 벽면 등에 덩굴류와 관목을 식재함
□ 그간 추진사항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600백만원을 투자하여 문학대공원, 천서로, 전북도립여성중고교 등
13개소 3,610m에 줄사철과 송악, 꽃댕강 등 8종 56,500본을 절개지 등의 하단부에 식재함
□ 추진성과 및 의미
○ 절개지와 옹벽, 콘크리트 벽면, 건축물 옥상 등을 녹화하여 삭막한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여 생활환경 개선
□ 향후 추진계획
○ 경관 향상 및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규모가 작은 옹벽 등에도 사업 시행
○ 옹벽 피복의 단조로운 공법을 벗어나 다양한 공법을 발굴 적용

조성 전

조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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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덕진공원 일원 녹색벨트화사업
○ 쾌적하고 아름다운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음
- 덕진공원과 인접한 전북대학교 담장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공간 제공

□ 사업개요
○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712백만원을 투입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음 보행공간제공을 위하여
덕진공원과 인접한 전북대학교의 구정문 담장등을 제거하고 녹지조성(11,512㎡)

□ 그간 추진사항
○ 2010년에 도시·학교숲 조성사업과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527백만원을 투자하여 덕진공원 경계인
전북대학교 부지측 담장제거(L=674m)와 녹지조성(A=7,512㎡) 추진
○ 2011년에는 담장없애기사업으로 185백만원을 투자하여 연꽃길 주변 담장철거(L=440m)와 녹지조성
(A=4,000㎡)
○ 2012년에는 덕진공원 웰빙그린웨이 조성사업을 위하여 관련부서, 주민들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최적의 교통체계 개선안을 마련
○ 2013년에는 교통체계 개선안을 바탕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수행중에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전주명소화의 기반이 완성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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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덕진공원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전주의 명소화가 되도록 수목식재 및 숲조성에
집중함으로써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여 푸른도시 조성에 기여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덕진공원 주변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덕진공원 웰빙그린
웨이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덕진공원 전통정원화사업의 기반이 되도록
추진

연꽃길 조성 전

연꽃길 조성 후

전북대학교 구정문 숲 조성 전

전북대학교 구정문 숲 조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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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단체 1거리 가꾸기 사업
○ 시장공약사업으로 도심 내 가로수, 녹지 등을 시민단체, 학교 등이 자진 참여한 푸른환경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음
○ 2013년도에는 지역 공원 관리로 확대하여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학교, 시민단체, 동호회 등이
참여하는 공원살피미를 모집하여 활동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11년 ~ 2014년
○ 사업 내용 : 도심 내 공원, 가로수, 녹지 등을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이 자진 참여하는 푸른환경 가꾸기
사업 전개
□ 그간 추진사항
○ 민간단체 1단체 1거리 가꾸기
- 2010년 풍남동 한옥마을 고향냄새나는 향토나무 심기
일시/내용 : 11.4 /한옥마을보존협회 및 풍남동 자생단체에서 나무심기 행사
- 2011년 평화동 구이방면(구,도로변) 옛 길 벚나무 가로수 심기
일시/내용 : 11.11 / 자연사랑회 등 7개단체에서 나무심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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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인후3동 가재미로 화단조성
기간/내용 : 3.22~6.8 / 푸른전주운동본부에서 화단조성
- 2013년 유실수 등 향토수종 나무심기 및 주요도로변과 공한지에 화단조성
식재/내용 : 푸른전주운동본부 등 16개 단체에서 나무심기
식재/내용 : 마을가꾸기협의회 등 34개 단체에서 공한지 화단조성
○ 2013년 공원살피미(Adopt-a-Park)사업 추진
- 모집현황/기간 : 43개공원 72개단체 1,999명 / 4.22 ~ 5.20
- 참여대상 : 지역공원 관리와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단체
- 활동내용 : 화단가꾸기, 잡초뽑기, 쓰레기줍기, 이용불편 신고 등
□ 추진성과 및 의미
○ 도로변, 공한지 등에 화단조성 및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을 시민 스스로 관리하여 시민의 환경의식 및
공동체의식 함양
□ 향후 추진계획
○ 민간단체의 1단체 1거리가꾸기사업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수목식재 및 담당구역별 지속적인 수목관리와 환경정비
- 공원살피미 적극적인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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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절 도심 곳곳에 친수공간 조성
1. 도심 내 주요광장 분수 및 조경시설 조성
○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친환경 및 생태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녹색도시 및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심 내 친수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음
○ 날로 극심해지는 도심 내 열섬현상을 완화하여 도시민의 무더위를 해소하고 도심 속 작은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시민의 정서 함양과 전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배 경
○ 도심 주요지점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물과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마련하여 시민쉼터 제공 및 가로경관 향상
□ 그간 추진상황
○ 화산체육관 벽천 분수
- 사업기간 : 2008. 9 ~ 2009. 6.
- 사 업 비 : 1,468백만원(용역 69, 공사 1,399)
- 사업내용 : 분수 3종, 조형물 3개소, 바닥포장 1식, 조경 및 조명 등
○ 통일광장 분수
- 사업기간 : 2008. 9 ~ 2009. 11.
- 사 업 비 : 719백만원(용역 27, 공사 692)
- 사업내용 : 분수 2종, 조형물 6개소, 바닥포장 1식, 경관조명 등
□ 추진성과 및 의미
○ 평면적이고 식상한 공간을 시민이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고 의미있는 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도심내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전주시 도시미관을 향상,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저감시키는데 기여함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전주시 대표적인 친수공간으로 자리 매김되고 시민들이 편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관리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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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심 소류지 생태호소 조성

○ 기후변화로 날로 더워지는 도심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고 시민들에게 도심속 수변공간에 생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민선 4~5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음.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농업용수 기능이 폐지되어 방치되고 있던 주거지 근접 10개 소류지를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돌려 줌으로서 여가선용, 휴식, 산책, 운동 등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등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음.

□ 사업개요
○ 대상지 : 10개 소류지 133천㎡
- 평화동 지시제(19천㎡), 학소제(6천㎡), 팔복동 구주제(6천㎡), 송천동 오송제(35천㎡),
효자동 황학제(12천㎡), 서은제(12천㎡), 용정동 성곡제(5천㎡), 삼천동 삼산제(6천㎡),
용복동 신덕제(6천㎡), 덕진동 덕진제(26천㎡)
○ 사업비 : 64억원(국비 32억, 지방비 32억)
- 지시 10, 오송 12, 구주 5, 서은·황학 12, 성곡 6, 학소 1, 삼산 3, 신덕 4, 덕진 11
○ 사업기간 : 2007. 4 ~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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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상황
○ 2009~2010년 5개 소류지(지시,구주,오송,황학,서은) 생태공원화사업 완료
○ 2010~2013년 5개 소류지(학소,성곡,삼산,신덕,덕진) 생태공원화사업 완료

□ 추진성과
○ 도심속 수변공간 제공으로 도심열섬 및 비점오염 저감에 기여
○ 시민들에게 생태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
○ 희귀 보호식물을 식재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확보(낙지다리, 전주물꼬리풀)
○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주최 자연환경대상 수상(10년 우수상, 11년 대상)
○ (사)한국도시설계학회 및 (사)한국경관학회 주최 전국 경관대상 최우수상(12년)

□ 향후 발전방향
○ 소류지 주변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현재 자생하고 있는 수생식물을
이용하여 수질 개선
○ 비점 오염 저감 및 쾌적한 수변 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원 유입 차단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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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주 자연생태박물관 및 친환경에너지관 건립
○ 도심속 자연생태가 살아있는 곳으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한‘잘 보존된 자연유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지역으로, 하천과 호수의 생태계에 관한 전시 및 체험공간을 준비하여 자연생태계의
의미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을 설치 구상하게 되었음.
○ 또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에너지의 형태와 기초과학의 개념을 습득하고 미래의 꿈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함께 이루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친환경에너지관을
건립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은 전
주시 완산구 교동 9511(바람쐬는길 21)번지에
위치하여 앞으로는 전주
천, 뒤로는 승암산이 병풍
처럼 둘러져 있는 천혜의
배산임수 명당자리로서
2004년 2월에 착공, 총
사업비 7,032백만원을 투
입한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로서 전주천에 서식하는 쉬리를 형상화하였으며, 2008년 4월에 완공
하여 2008. 5. 22에 개관하였음
○ 1층은 전주천에 서식하는 어류를 비롯하여, 파충류, 양서류, 포유류, 갑각류 등 작은 생물들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이 자연 생태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둘러볼 수 있는 생태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 2층은 바람, 물, 햇빛, 연료전지 등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를 비롯한
학생과 성인들이 직접 기구를 조작하여 전기가 생산되는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체험코너와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영상실과 전주의 특색있는 18가지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자기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크로마키 사진코너를 운영하고 있음
○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은 개관이래 현재까지 56만여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다녀간 전라북도 유일의
자연생태 및 친환경에너지 체험학습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인근의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람객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앞으로 내실있는 생태체험이 될 수 있도록 전시물을 다양화하고, 고객맞춤 해설서비스로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이 명실상부한 생태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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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상황
○ 자연생태박물관 건립 : 2004. 2 ∼ 2008. 4
※ 주요 시설물 반영 현황
- 쉬리를 상징하고 전통미가 어울어진 건축물 반영
- 점토블록등 환경친화적 자재를 사용한 인도·광장 조성
- 지열 냉·난방 및 태양광 가로등 등 신·재생에너지 반영
- 다중이용에 적합한 공법의 잔디주차장 반영
- 우리 지역에 서식하는 생태계를 전시관에 반영(수달, 쉬리 등)
- 수생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 등 수변 체험공간 조성
: 습지정화 체험공간, 수생식물 학습공간, 야생화 관찰공간, 진입로 조성공사 등

○ 꼬리명주나비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 2009. 7. 1 ~ 7. 31
○ 나비류 등 곤충 산란수목 식재 친환경적인 서식환경 제공
- 대상면적 : 야생화학습장, 화단 등 3,753㎡
○ 그간 주요 이벤트
- 자연생태박물관 개관기념식 : 2008. 5. 22
- 자연생태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주제 :“꽃과 나비가 있는 도심속 나비 축제”
) : 2009. 5. 22
- 자연생태박물관 개관 4주년 기념“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전국어린이 글짓기 대회”개최 : 2012. 5. 19
- 자연생태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 2013. 5. 18
-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연생태·기후변화 관련 주말 체험교실 운영 : 168회, 4,819명
□ 추진성과 및 의미
○ 자연생태박물관 년도별 관람객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이는 자연생태박물관의 대외 홍보강화와 운영의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1> 자연생태박물관 입장객 현황
합계

구분

559,698

2008년
(5.22~12.31)

63,166

(단위: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70,817

95,328

117,501

144,869

2013년
(1.1~6.30)

68,017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은 건립취지에 맞게 자연생태와 기후변화관련 체험과 더불어 어린이들의
환경교육을 위한 체험교실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자연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마인드를 심어
주고 실천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할 방향임
○ 또한 전시물의 종류를 더욱 확충하고 고객 맞춤형 해설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체험시설로
탈바꿈 시킬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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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주시 생태관광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
○ 전주의 산, 하천, 공원, 문화재 등 생태와 문화시설을 연계하는 탐방로 노선의 생태관광지도와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의 생태관광 편의를 도모하고 전통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전주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경제 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의 생태관광산업의
발전 동기부여를 위한 전주의 아름다운 산, 천,
문화유적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태지도 및 가이
드북 제작
○ 국내외 방문 관광객에게 우수한 생태환경과 천년
전주역사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 생
태 및 유적지 정밀조사
□ 그간 추진상황
○ 생태관광자원 자료 수집 및 정비 : '08. 5월 ~ '08. 12월
○ 생태관광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 배포(2회) : '09. 1월, 7월
- 생태관광지도 4,000장, 가이드북 4,400장
- 관광안내소(4개소), 자연생태박물관 비치, 환경단체 배포
□ 추진성과 및 의미
○ 한눈으로 보고 찾아가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전주의 산과 천, 전통문화시설 그리고 곳곳마다의 어류,
파충류, 동물과 식생태 등을 한 장의 지도에 상세하게 표기함으로써 가족·친구끼리 함께 길을 걸으며
자연과 생태계, 전통문화시설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테마여행지별 노선을 표기하여 한옥마을과 전주천, 전주8경, 천주교성지 기행을 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음
○ 생태관광지도와 생태관광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전주를 찾은 관광객은 물론 전주시민 누구나가 전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생태관광 편의제공
□ 향후 발전방향
○ 새로 조성되는 마실길, 생태 호소, 자생 군락지, 전통문화 시설 등의 자료를 보완하여 훨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도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전주의 생태계 보호와 전주관광의 길라잡이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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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주 물꼬리풀 식재
○ 전주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하여 전주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유일한 식물이나 전주에서는 자생을 확인
할 수 없어 안타깝게 여기던 차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인공증식에 성공하여 자생지 복원을
추진 한다는 소식을 접한 송하진 시장의 지시 및 푸른전주운동본부의 건의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과
협의하여 전국 최초로 처음 발견지인 우리지역에 이식을 추진하게 되었음.
○ 전주라는 지명이 붙은 야생화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멸종위기 Ⅱ급인 전주물꼬리풀을 전주에 이식하기 위하여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협의 3,000본을
기증받아 송천동 오송제에 식재하였고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연보라 꽃을 볼수 있어 주변
편백숲 및 희귀종인 낙지다리와 함께 관광객 증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추진배경
○ 2012년 전주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하여 1969년 대한 식물도감을 편찬한 식물학자 이창복씨에 의하여
이름 붙여진 습지식물 전주물꼬리풀은 도시개발 등으로 습지가 사라지고 훼손되면서 전주에서
사라지고 현재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을 확인할 수 있는 희귀식물임.
○ 2012년 6월 환경부가 멸종위기 Ⅱ급으로 지정 보호하던 중 2012년 9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인공증식 및 대량생산에 성공하였고 2013년 4월 우리 전주시(환경과)와 국립생물자원관이 처음
발견지인 전주에 전국 최초로 이식하기로 하고 자생 적지로 판단되는 오송제 상류 습지에 이식 복원을
추진하게 되었음.
○ 2013년 5월 21일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3,000본을 기증 받아 식재한 전주물꼬리풀은 전주에서
처음 발견 된지 101년 만에 전주로 귀향하게 된 전주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유일한 식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전북)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분포하고 있음
○ 전주물꼬리풀은 키가 30~50cm까지 자라는 꿀풀과 물꼬리속의 여러해살이 풀로 가늘고 긴 잎이 줄기
마디마다 4개씩 돌려나며 다른 식물들이 열매를 맺는 8월부터 10월까지 원줄기 끝에 연한 홍색 또는
연 보라색 꽃이 피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관상용 또는 조경용 야생화로 햇빛이 잘 들며 주변 습기가
많고 물이 많이 차지 않으며 고여 있는 곳에서 잘 자라는 습지식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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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전주에서 처음 발견되어 전주라는 지명이 붙어있는 유일한 식물을 이식하여 자생지를 복원하였고
생물종을 다양화 하는 계기가 되었음.
○ 다른 식물들이 열매 맺는 시기에 아름다운 연 보라색 꽃이 피는 야생화를 이식 복원하여 연접된
낙지다리와 함께 희귀종의 메카로 부상하게 되었고 오송제 및 주변 편백 숲과 연계되어 생태학습장 및
휴식공간으로 각광받아 관광객 증대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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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단지 조성
○ 공동주택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인간 정주환경의 중심이 되는
영역으로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이 가장 잘 실현되어져야 할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시는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단지
옥외공간에 친수공간(분수, 벽천, 연못 또는 실개천 등)과 친환경적인 공동주택을 계획하였음
○ 녹지공간을 포함한 친수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위한 옥외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높은 수준의 주거문화 창출로 주민들의 질적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물론 열섬저감 등 친환경적인 도시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사업개요
○ 공동주택 건설단지는 분수, 벽천, 연못 또는 실개천 등 친수공간 설치
○ 인접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판상형 공동주택에 대한 조합 및 길이제한
- 단지 외곽에 설치하는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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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상황
○ 주택건설기준에 대한 주택조례 개정 : 2007.1.05.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단지내 친수공간 확보
○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조례개정 : 2009.11.4.
- 판상형 공동주택 6호이하(85㎡이하), 4호연립(85㎡초과), 또는 60m이하(1동)
- 단지외곽 담장은 생울타리, 투명울타리 등으로 계획
- 총 주차대수의 80%이상 지하에 설치
·85㎡미만 세대 전체 50%초과하는 400세대 미만 단지는 60%이상 지하화
○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현황
구 분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단지수
세대수

29
14,966

3
1,827

5
2,839

7
3,407

2
935

1
498

2
820

2013
(예정)

9
4,640

□ 추진성과 및 의미
○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단지건설로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소규모 단지도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단지가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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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절 하천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공간 조성
1. 전주천 기본계획 수립
○ 전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전주천에 대하여 계획적인 정비와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이·치수 및 하천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
○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기틀 마련

□ 그간 추진상황
○ 전주천 하천기본계획 용역 착수

: '08. 9.

○ 만경강 유역 종합치수 계획 고시

: '09. 3.

○ 주민설명회 개최

: '11. 9.

○ 사전환경성 협의 완료

: '12. 2.

○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 '12. 10.

○ 전주천 하천기본계획 고시

: '13. 2.

□ 추진성과 및 의미
○ 홍수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콘크리트 구조물, 인위적인 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기본계획을 토대로 이·치수 및 친환경 하천사업 추진
○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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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주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 고향에 대한 지역적 자긍심 고취,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 및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
○ 지역명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고향으로 기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
○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 그간 추진상황
○ 구 간 : 동서학동 안적교 ~ 서신동 삼천합류점
○ 사 업 량 : 연장 9.85km
○ 사 업 비 : 37,000백만원(국비 22,200, 도비 7,400, 시비 7,400)
○ 기 간 : 2010 ~ 2015(6개년)
○ 내 용 : 수질개선, 생태계복원, 친수공간조성
□ 추진성과 및 의미
○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옛 전주천의 향수를 느낄수 있는 하천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고향의 강 추진협의회, 생태하천 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적의 친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 전주천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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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 생활 하수 및 공단 하수 등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 교란, 친수 공간이 부족한 만경강 상류지역
의 수질 및 하천 환경을 개선하여 친환경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국비확보에 주력한 결과
○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에 선정 사업 추진

□ 그간 추진상황
○ 위 치 : 팔복동 추천대교 ~ 만경강 합류부
○ 사업개요 : L=7.9km
○ 사업기간 : 2004 ~ 2010
○ 사 업 비 : 12,852백만원

□ 추진성과 및 의미
○ 자연형 저수호안을 정비하고 수질정화 식물을 식재하는 노력을 통하여 만경강의 수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음
○ 최소한의 친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하천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하천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생태하천협의회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하천 관리를 함께
고민하고 친환경 하천 조성 및 유지관리를 시행중에 있음
○ 향후 시민들의 하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생태하천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되도록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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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경천 생태하천조성 및 개수사업
○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개수를 통하여 인근 주택 및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 국토해양부 소관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 그간 추진상황
○ 위 치 : 덕진연못 ~ 전주천 합류점
○ 총사업비 : 2,592백만원
○ 사업규모 : 하천개수 및 생태하천 조성 L=0.6km
○ 사업내용 : 제방 1.2km, 수생식물 식재 1식, 조경 1식 등
○ 사업기간 : 2006. 10. ∼ 2010. 7.

□ 추진성과 및 의미
○ 상습적인 침수 피해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
○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거듭난 조경천으로 인해 전주천 하류의 수질개선
○ 인근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제공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하천수질 및 하천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기록
○ 환경·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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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중천 생태하천조성 및 준설사업
○ 전주천 및 삼천과 함께 중요한 도심하천이나 그간 정비되지 않은 아중천을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여 인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 그간 추진상황
○ 위 치 : 아중리 복개종점 ~ 소양천 합류점
○ 총사업비 : 5,727백만원
○ 사업규모 : 하천개수 및 생태하천 조성 L=2.9km
○ 사업내용 : 호안 4.8km, 산책로 5.4km, 인도교 2개소, 수생식물 1식 등
○ 사업기간 : 2006. 9. ~ 2009. 12.

□ 추진성과 및 의미
○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하천생태계 복원 및 삶의 질 향상
○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거듭난 아중천으로 인해 소양천 하류의 수질개선
○ 인근 아중저수지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제공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아중천 복개종점 상류 산책로 구축으로 친수공간 활용 극대화
○ 하천수질 및 하천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기록
○ 환경·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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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 노송천, 건산천을 하천 원래모습으로 복원
- 1단계 구간인 노송천 중앙시장구간 복개시설물은 재난위험시설로써 재난우려 해소를 위한
시설철거, 경관살리기, 열섬감소, 구도심 활성화등의 요구와 함께 사업의 필요성 대두
- 2단계 구간인 건산천은 하천기본계획상 하천복원으로 1단계 노송천과 연계하여 건산천,
전주천까지 생태계 연결 및 열린공간 제공으로 생태공간 조성 및 친환경개발에 일조
○ 국가정책사업에 동참
- 복개하천 복원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도시 곳곳을 물이 흐르는 생태도시로 탈바꿈시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여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

□ 사업개요
○ 과거 도로로 사용하던 노송천 복개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물길을 되돌려 주고자
추진한 노송천 복원프로젝트는 1단계 사업을 2008년 6월 시작하여 1,564m 구간의 하천복원을
완료하였고, 2단계 430m 구간은 2011년 사업승인 후 2013년 공사에 착수하여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
□ 그간 추진상황
○ 사업내용 : 복개구조물 철거 및 생태하천 복원
○ 기 간 : 2008. 5 ∼ 2014. 12
○ 사 업 비 : 37,714백만원(국비 26,400, 지방비 11,314)
○ 추진상황
- 1단계(중앙성당∼한국은행구간 694m) 하천복원 완료 : '08. 5.~ '11. 12.
- 2단계 사업계획 변경(위치변경)승인(환경부) : '11. 11.
- 2단계 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12. 3.
□ 추진성과 및 의미
○ 하수도화된 복개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하천 환경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열섬저감효과와
도심속의 수변공간 제공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노송천이 생태하천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수질 및 생태 변화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수변환경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명품 관광도시 조성에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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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기후변화에 따라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삼천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생태하천
복원이 시급하고
○ 수생태복원, 생태습지조성을 통한 하천~산~녹지~공원의 그린벨트를 구축하여 생태건강성
회복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
○ 환경부 1하천 깃대종 복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 그간 추진상황
○ 삼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부분추진(삼천동 삼천교~팔복동 추천대교)
- 사업규모 : 연장 8.05km, 자연형 호안, 정화습지, 낙차공 개량
- 총사업비 : 12,500백만원(국비 6,753 시비 5,747)
- 사업기간 : 2001 ~ 2007(7개년)
○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중(잔여상류부/평화2동 원당교~서신동 전주천합류점)
- 규 모 : 연장 9.8km
- 총사업비 : 28,000백만원(국비 19,600, 시비 8,400)
- 사업기간 : 2011 ~ 2015(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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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기 시행한 자연형 저수호안, 보개량, 수질개선사업으로 삼천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출현하는 등
하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음
○ 기 복원구간외 잔여구간에 대하여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삼천 전 구간이 생태계 복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삼천 천변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삼천 하천여건상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삼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하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천관리에 만전
○ 하천수질 및 생태 변화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태계 복원에 주력하고, 시민 및
삼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수려하고 아름다운 하천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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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복천 개수공사
○ 전주시 서남부지역의 물줄기인 중복천은 효자동 우림교 하류 삼천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으로
하천 폭이 좁고 제방 등이 정비가 되지 않아 매년 집중 호우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개수를 통하여 인근 주택 및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편안한
시민 생활공간 조성
○ 국가예산 확보 사업 추진

□ 그간 추진상황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쑥고개길 ~ 효자동 삼천 합류점

○ 총사업비 : 29,702백만원
○ 사업규모 : 하천개수 및 생태하천 조성 L=3.5km
○ 사업내용 : 제방 5.7km, 교량 9개소, 보 3개소, 인도교 2개소, 조경 1식 등
○ 사업기간 : 2005. 11. ~ 2013. 5.
□ 추진성과 및 의미
○ 상습적인 침수 피해로 불안해하던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
○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거듭난 중복천으로 인해 하류 삼천의 수질개선
○ 인근에 조성중인 효천지구 등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제공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하천수질 및 하천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기록
○ 환경·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 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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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 동서학동 삼경사 부근에서 전주천 합류점까지 흐르는 산성천에 대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통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수생태 회복과 수질개선은 물론 도시온도 저감으로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제공 및 새만금 수질개선
기여
○ 국가예산 확보 사업 추진

□ 그간 추진상황
○ 구 간 : 동서학동 삼경사부근 ~ 전주천 합류점
○ 사 업 량 : 연장 2.3km
○ 사 업 비 : 12,350백만원(국비 7,410, 도비 2,470, 시비 2,470)
○ 기 간 : 2011 ~ 2014(4개년)
○ 내 용 : 친환경 호안정비 및 하천확장
□ 추진성과 및 의미
○ 홍수시 재해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친환경 생태하천사업을 병행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 및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사업이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주력
○ 주거지역 주민들의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중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에 만전

834

제 4 절 하천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공간 조성

10. 건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 생태하천 복원사업
- 건산천은 전주도착지인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앞을 흐르는 하천으로 노후화된 인공적인 하천시설
물과 생활하수등 오염원이 유입됨에 따라 치수기능 확보, 친수기능 확보 및 하천환경의 복원이라는
세가지 가치 아래 상호 연계하여 하천수질개선, 생태하천복원등의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조성
○ 국가정책사업
- 하천중심의 종·횡적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하천구역 내 뿐만 아니라 하천주변 생태공간 조성
- 하천에 가해진 인공적인 훼손과 교란을 제거하고 고착된 저수로를 친자연형으로 조성하여 물길의
자유로운 사행화 유도
- 하천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살피고 이를 보전·복원하여 새로운 하천문화 창출

□ 그간 추진상황
○ 구 간 : 진북동 우성@ 뒤 복개종점 ~ 전주천 합류점
○ 사 업 량 : 생태하천 조성 870m
○ 사 업 비 : 5,200백만원(국비 4,520, 지방비 680)
○ 기 간 : 2010 ~ 2011(2개년)
○ 내 용 : 저수호안공 1,632m, 산책로 1,571m, 인도교 2개소, 계단 8개소, 친수공간 및 여울조성,
식재공 등
□ 추진성과 및 의미
○ 노송천 복원사업과 병행하여 도심하천을 살려 깨끗하고 수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여가공간 제공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하천수질 및 하천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기록
○ 도심 친수공간 조성 및 지속가능한 하천 기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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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삼천 수변생태공원(인공습지) 조성
○ 삼천 제내지에 위치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화합물의 하천 유입 등으로 삼천의 부영양화 및
수질악화가 심화되고 있던 차에 환경단체의 건의에 따라 삼천에 비점오염원 유입을 저감시켜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인공습지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음.
○ 하천 인공습지에 습지식물을 식재하여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유기 화합물질을 정화하는 등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켜 점차 악화되고 있는 삼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보전하여 시민들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등 도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 사업개요
○ 위 치 : 삼천 원당교 하류 좌·우안
○ 사업개요 : 생태공간 및 인공습지 조성
- 생태공간조성(삼천 상류 좌·우안) 17,000㎡
- 인공습지조성(삼천 상류 좌안) 3,600㎡
○ 사 업 비 : 5.4억원(생태공간 0.7억, 인공습지 4.7억)
○ 사업기간 : 2009. 3. ~ 2010. 3.
□ 그간 추진상황
○ 삼천수변생태공간조성 완료

: 2009. 3. ~ 2009. 4.

- 지반조성 17천㎡(좌·우안)
- 초화류 55천본(물억새 34, 달뿌리풀 7, 부들 14) 식재
○ 삼천 인공습지조성 완료(좌안)

: 2009. 6. ~ 2010. 3.

- 습지조성 3.6천㎡
- 조경수 식재 17천본(개나리 무궁화 진달래 등)
- 초화류 및 지피식물 식재 63천본(부들 등 5종)
□ 추진성과
○ 삼천 상류 둔치(전·답) 정비 및 초화류 식재로 비점오염 요인 제거
○ 하천 생태환경 복원 및 비오톱을 조성하여 자연 생태 하천기능 강화
○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
○ 농경지 유출수 수질정화로 비점오염 저감 및 삼천 수질개선 기여
□ 향후 발전방향
○ 인위적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연적인 하천 생태환경이 정착하도록 유도
○ 비점오염 저감 및 쾌적한 수변 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원 유입 차단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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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친환경적 운영
○ 환경부 폐기물정책 변화(매립

소각) 및 선진국형 환경정책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전주시

폐기물처리 정책을 소각으로 재정립
○ 3개 시·군(전주, 김제, 완주) 발생쓰레기 처리기반 구축으로 쓰레기 매립 어려움 해소 및 2차
환경오염 최소화로 오염원을 사전 예방
○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폐열을 활용, 에너지 재생산으로 친환경적인 소각장 운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3.1.3.~2007.3.30
○ 시설규모 : 400톤/일
○ 사 업 비 : 1,142억원
(국비390, 도비100,시비652)
○ 편익시설 : 찜질방,사우나,헬스장
□ 그간 추진상황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준공
: 2006. 9. 29.
- 준공 이후 2012년까지 생활폐기물 소각량 525,433톤
○ 주민편익시설 준공 : 2007. 3. 30.
□ 추진성과 및 의미
○ 생활폐기물 소각을 통한 에너지 재생산으로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는 전국 최초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모범 사례
- 소각열 활용 전력 판매액( 2006~현재) : 8,333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소각열로 생산하는 전력을 공단에 판매하여 세외수입 확보방안 검토
○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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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 지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및 부산물 등을 재활용하여 다시 원료화 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 도모
○ 자원순환형 재활용 특화단지는 청정한 생태도시로의 삶의 질 및 지자체 이미지 제고,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폐기물 자원화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순환형 도시를 건설하고, 재활용 종합단지내 오·폐수처
리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폐기물
자원화 촉진에 기여함과 아울러 단순 매립 및 소각에 의존하던 폐기물 처리방식을 재활용이라는 방식
으로 운영하여 혐오시설 이미지 전환

□ 사업개요
○ 기 간 : 2005. 4. 26∼ 2013. 1. 2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 188
○ 조성면적 : 80,009㎡(산업용지 48,241㎡, 도로·조경 등 31,768㎡)
○ 조성예산 : 205억(국비 50%, 지방비 50%)
□ 그간 추진상황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지자체 선정(전주시) ‥‥‥‥‥
○ 업무대행 협약 체결(환국환경공단) ‥‥‥‥‥‥‥‥‥
○ 기본계획수립용역 준공(사전환경성검토) ‥‥‥‥‥‥‥
○ 실시설계용역 준공 ‥‥‥‥‥‥‥‥‥‥‥‥‥‥‥
○ 시설공사 착공 ‥‥‥‥‥‥‥‥‥‥‥‥‥‥‥‥‥
○ 관리기본계획 승인 ‥‥‥‥‥‥‥‥‥‥‥‥‥‥‥
○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 업체확정(7개 업체) ‥‥‥‥‥

2005. 07. 15.
2006. 02. 07.
2008. 12. 28.
2010. 05. 30.
2010. 07. 26.
2011. 12. 09.
2013. 1.

□ 추진성과 및 의미
○ 전국 최초「환경부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
- 영세한 재활용산업의 환경오염문제와 부지확보 어려움 해소
○ 소각내지 매립으로 폐기될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자원이용 극대화
- 재활용 자원의 사용으로 원자재 수입대체 효과 발생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자원순환특화단지 준공 및 업체 입주 후 재활용단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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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주민과의 약속이행
-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 확보
- 전주시 팔복동 주민들과 맺은 주민협약에 의거 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장 이전
○ 친환경적 시설확충과 자원 재활용 홍보
- 폐기물 처리시설의 최신 자동화 설비 확충
- 자원순환 재활용에 대한 홍보 및 시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03 ~ 2015. 10(계속사업)
○ 사업내용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5 일원 56,796㎡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등 종합리싸이클
링타운 조성
- 음식물류 자원화시설(300톤/일),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60톤/일)
-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30톤/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150톤/일)
○ 소요예산 : 1,106억원(국비 30%, 시비 10%, 민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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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상황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고시 : '10. 3월
○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12. 1월
- 한국개발연구원 사전심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쳐 사업지정 고시 및 제3자 제안공고
○ 실시협약(안) 민투심의 행정절차 이행 : '12. 4월 ~ '13. 6월
-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실시협약(안) 한국개발연구원 사전검토 완료

□ 추진성과 및 의미
○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심의 및 공사추진
-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심의(기획재정부), 사업자지정 및 협약체결, 폐기물설치계획 승인(전북도)
등 행정절차이행 후 2013년 하반기에 공사 착수하여 2015년 공사완료 예정
○ 음식물류 폐기물의 에너지화 및 기존 재활용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친환경적인 자원화시설 구축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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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만금 유역 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강우시 도로등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한 초기우수가 미처리된 상태로 합류식 하수도로 유입 월류
(CSOs)되어 만경강의 수질오염 가중
○ 환경부와 전라북도, 전주, 익산, 김제, 완주군이 협약하여 CSOs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새만금유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함

□ 사업개요
○목 적
- 새만금유역 수계(만경강)에서 발생하는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및 초기우수 등을 적정 저류·
처리하여 새만금유역 유입 오염 부하량 저감으로 목표수질을 조기달성하기 위하여 시행
○내 용
- 위 치 : 전주시 중앙·덕진 처리구역
- 규 모 : 저류조 10,000㎥, 연속형 저류시설 30,000㎥, 우수토실개량 19개소
- 공사기간 : 2010.12.29.~2014.12.12.(48개월, 시운전 6개월포함)
- 총사업비 : 48,063백만원(국 24,032, 도 4,807, 시 16,821, 기 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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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상황
○ 새만금유역 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전주하수처리장 부지내에 10만톤의 저류조와
연속형저류시설 3만톤, 우수토실개량 19개소를 설치하여 우천시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는 우,오수
(합류수)와 초기강우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적정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오염부하량을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 2010. 12월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저류조의 바닥을 완료하고 벽체 및
이송관로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추진성과 및 의미
○ 강우 초기에는 하수도뿐만 아니라 노면의 먼지, 타이어 가루 등이 씻겨내려 하천의 오염이 초래되는
점을 감안하여 오염물질이 섞여있는 초기우수를 하수처리장 저류조에 유입하여 우기시에는
보관하고 청천시에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적정처리 후 하천으로 방류하게 되어 하천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음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2014. 0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4. 12월까지 종합시운전(6월)을 통해 완벽한 사업을 구현하여
청정하고 쾌적한 하천수질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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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혁신도시 및 팔복배수지 건설)
○ 전주·완주 혁신도시 및 만성동 복합단지 용수 공급요청
- 팔복배수지 신설계획에 맞춰 배수지 용량 증대
○ 전주 북부권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
- 상수도관 및 배수지 건설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 사업개요
○ 전주 북부권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26,305백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9월부터
혁신도시 인입을 위한 배수관 포설을 송배수관로 3.8km에 대하여 진행하고 2010년도 6월에는 팔복
배수지 건설을 추진하여 생활용수 30,000톤, 공업용수 4,500톤의 배수지 신설을 계획함
□ 그간 추진상황
○ 팔복배수지는 2010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도 6월 최종적으로 배수지 구축을 완료하고
진입도로 및 송·배수관로 3.9km에 대하여 매설을 완료함
○ 혁신도시 인입라인을 매설하는 혁신도시 상수도 공급 사업은 총 3.8km 중 대로 1-16호선을
제외한 2.2km를 완료하였음
□ 추진성과 및 의미
○ 기존 광역 상수관로 직접 공급지역을 배수지를 통한 간접 공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주 북부권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함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만성동 복합단지, 첨단산업단지 등 광역권 성장을 위한 전주 북부권의 확장에
발 맞추어 사회기반시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용수 및 산단지역 공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공업 활성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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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지곡배수지 건설)
○ 평화동, 서서학동 등 고지대 급수불출 민원 발생
- 해마다 전주 남동부 시가지 5천여 가구 불안정적인 용수 공급
- 수돗물 수요가 많아지는 여름철 특히 약한 수압으로 인한 민원야기
○ 맑은물공급사업 효과 극대화
- 안정적인 블록시스템 조성 구축을 통한 유수율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전주시에서는 평화동, 서서학동 일원의 고지대의 급수불출 등을 해소하고 지곡 및 대성급수구역 등
전주 남부권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산104-1번지에 위치한 기존
지곡정수장을 철거하고 광역상수도수수를 위한 배수지 건설을 201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음.
○ 총사업비 13,500백만원을 투자하여 건설 중인 지곡배수지는 15,000톤 규모의 생활용수 배수지와
배수지에 물을 담수 할 수 있는 삼천가압장의 개량 및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

□ 그간 추진상황
○ 현재 기존 정수장시설 및 취수장시설 철거 및 배수지 3지의 구조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내부 세라믹 방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부대시설로 진입도로 부분 개설에 따른 200m의
옹벽을 설치하고, 송·배수관로 1.4km 매설을 완료하였음.
○ 삼천가압장 현장은 전기실에 지곡배수지의 수위 및 원격제어를 위한 판넬을 설치하고, 펌프실은 16k의
수압을 내보낼 수 있는 펌프 4대를 교체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을 신축하여 화장실 등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지곡배수지의 운용으로 전주 남동부권(평화동, 서서학동)의 수압 불균형으로 인한 50,000여명 시민의
고지대 급수불출 민원 해소

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