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전주

제 3 장 아트폴리스·도시재생
3-1 아트폴리스(예술도시)
제 1 절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전주
○ 21세기
‘문화와 감성의 시대’
를 맞아 도시의 가치창출과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소로 디자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송하진 시장의 판단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아트폴리스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추진했음
○ 전주 아트폴리스는 번지르르한 겉치장에 신경을 쓰는 단순한 디자인 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경제·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시민의 건강, 여가, 안전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회적 투자’
의 개념으로 추진해온 사업임

□ 추진배경
○ 간판 등 거리 광고물에서부터 공공시설물, 전주천·삼천의 경관, 대형건축물 등 도시의 각종‘디자인
요소’
를 세련되게 다듬어,
○ 전주를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적인 측면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으로 환경의 질과 도시이미지를
향상시켜, 이를 통해, 알기 쉬운 표지판, 개성있는 가로시설물과 건축물로 보는 것이 즐겁고, 걷는 것이
편한 도시로,
○ 가장 살고 싶은 고품격 도시,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고품격 예술적
도시”
로 만들어 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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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2007년 7월 밝고 아름다운 디자인 아트폴리스 전주 프로젝트를 천명하고 도시경관, 건축·역사경관,
공공디자인, 공공예술, 정책분야 등 5대 분야 전문가 29명을 중심으로 전주시 아트폴리스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규정을 제정했으며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전주시 아트폴리스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함
○ 2008년에는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아트폴리스 전주 10대 추진전략등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08년 2월에는 여러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도시디자인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까지
아트폴리스 정책을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 운영하였으며 아트폴리스과를 신설해
과장, 담당 등 전문가 3인을 영입했고 7월에는 전주시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주시 경관위원회
구성, 운영 등 아트폴리스 건설에 박차를 가했음
○ 삶의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한 전주시 기본경관 계획과 아름다운 간판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으며
2009년에는 전주시 야간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수립했음
○ 도시 경쟁력 확보와 전주시의 미래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새로운 도시브랜드 슬로건를 개발
선포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주시 환경탄소밸리 산업지구 환경디자인
‘탄소누리’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
하였음
□ 전주 아트폴리스 3대 기본전략

1.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전주
2. 토털디자인을 통한 품격 있는 전주
3.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전주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전주
○ 천년 역사의 삶을 재현한 예술적 도시
- 한국미의 전통 한옥마을 등 전통문화도시 조성
- 전주의 역사자원 발굴 및 현대적 조성
○ 자연과 인간친화적인 예술적 도시
- 친환경 소재 및 자연에너지 활용 생태친화적 도시조성
- 도심속 생태축 형성으로 자연이 만드는 예술미 구축
○ 첨단기술 기반의 유비쿼터스 신도시 조성
- IT와 결합 주민생활에 접목한 U-정보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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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디자인을 통한 품격 있는 전주
○ 쾌적하고 여유 있는 공공공간
- 누구나 가고 싶은 예술공간 창출, 삶의 편안함을 갖게 하는 도시공간
○ 저밀도ㆍ고효율 공공시설물 디자인
- 통합지주디자인 개발 등
○ 다기능ㆍ다목적 공공디자인
- 정보형, 기능형, 지능형 가로시설물 시스템화
○ 통합된 도시디자인 실행체계
- 전주 아트폴리스추진위원회, 전주 아트폴리스 추진방향과 원칙
- 전주시 경관계획 등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전주
○ 시민ㆍ전문가ㆍ대학ㆍ시민단체ㆍ행정 파트너십 형성
- 주민자율 협정제, 경관협정제 등
○ 참여형ㆍ체험형 디자인사업 추진
- 기관ㆍ개인이 선도하는 간판개선, 시민이 제안하는 공공디자인 등

□ 전주 아트폴리스 10대 중점추진과제
① 전주 아트폴리스 종합 추진체계 구축
② 전주 공공디자인 표준화 계획
③ 전주시 경관관리 방안 수립
④ 전주 상징개발 사업
⑤ 전주 광고물 수준향상 추진
⑥ 전주 야간경관 업그레이드 계획
⑦ 전주 아트폴리스 홍보 및 교육
⑧ 공공건축물 주요 디자인 지원사업
⑨ 전주시 공공디자인 전담조직 구성ㆍ운영
⑩ 2008 전주 아트폴리스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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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표(2006~2013년)

(단위: 백만원)

사업분야

사업건수

계
특화거리 조성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39

37,243

6,822

4,691

25,730

7

17,173

3,796

1,180

12,197

특화광장 조성

10

12,679

490

1,975

10,214

경관개선사업

22

7,391

2,536

1,536

3,319

□ 추진성과
○ 특화거리 조성사업
- 영화의 거리, 전주부성 골목길,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아중저수지 산책로 등 총 7건 1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침체된 구도심 지역과 노후화된 지역의 거점공간을 개발해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의 탈바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줬음
※ 특화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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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사업명

계

(단위: 백만원)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행
부서

계

국비

지방비

7건

17,173

3,796

13,377

1

기린로
전자상가
거리

1,430

0

도 340‘08. 11. ~
시1,090 ‘09. 10.

특화거리 조성 L=0.37km
도시과
경관조명시설 1식

2

영화의거리

2,100

1,000

도 100 ‘09. 12.
시1,000 ~‘11. 11.

특화거리 조성 L=0.31km
경관조형물 L=0.31km

3

동문문화
거리

1,743

1,046

시 697

4

전주부성
골목길

800

400

도 120 ‘12. 03.
시 280 ~‘12. 11.

골목길 조성 L=1.1km
8개구간, 2,760㎡

아 트
폴리스

5

국립무형
유산원앞
특색거리

1,900

0

도 500 ‘11. 11. ~
시1,400 ‘13. 08.

특색거리 조성 L=1.0km
한글테마광장 3개소

아 트
폴리스

6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2,700

1,350

도 120 ‘12. 06. ~
시1,230 ‘13. 06.

녹색길 조성 L=17.8km
방문자지원센터 1개소

아 트
폴리스

7

아중저수지
주변산책로

6,500

0

시6,500 ‘09 ~‘14

도시과,
산책로 L=287m
아 트
수상파크 1개소, 경관조명 폴리스

도(1,180)
시(12,197)

‘10. 08. ~
‘13. 02.

아 트
폴리스

경관거리 조성 L=0.81km
지 역
한전,통신지중화 L=0.81km 경제과

제 1 절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전주

○ 특화광장 조성사업
- 전주역광장, 덕진광장, 풍남문광장, 서학광장, 노송천광장, 안골광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특화광장
조성사업은 총 10개소에 1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방치된 도심내 공간에 테마를 입혀 지역의
명소로 재탄생시켰으며 지역별 문화휴식의 거점 공간으로서 자리잡았다는 평가임
※ 특화광장 조성
연
번

사업명

계

(단위: 백만원)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행
부서

계

국비

지방비

10건

12,679

490

12,189

도( 1,975)
시(10,214)

1

오거리
문화광장

3,662

0

시3,662

‘06.01~
‘08. 02.

2

서신
통일광장

740

0

도 400 ‘09.04~
시 340 ‘09.12.

친수광장 조성 A=536㎡
경관조형물 6개
경관조명시설, 바닥분수

재난
안전

3

화산체육관
친수광장

1,400

0

도 400 ‘09.04~
시1,000 ‘09.12.

조형물 3개소
분수시설 3종
바닥 자연석 포장 1,500㎡

재난
안전

4

덕진
시민광장

2,500

0

시2,500

‘08.12~
‘10. 02.

광장조성 A=6,414㎡
분수시설, 조경 및
경관조명 등

도시과

5

전주역
교통광장

1,400

0

시1,400

‘10.04~
‘10. 11.

광장조성 A=5,180㎡
조형분수 설치 및
녹지공간 조성
야간조명 및 조형물설치

아 트
폴리스

6

풍남문광장

795

0

도 575 ‘11.06~
시 220 ‘12. 06.

7

노송천광장

700

490

8

서학광장

800

9

청소년
문화광장
(중앙살림
광장)

10

안골광장

광장조성 A=1,700㎡
야외무대 214㎡
바닥분수 71㎡

도시과

광장조성 A=2,045㎡
아 트
조형 플랜터 및 무대설치 1식
폴리스
야간조명 및 조형물 설치

‘11.08~
‘12. 07.

광장조성 A=1,680㎡
야간조명 및 조형물 설치

아 트
폴리스

0

도 500 ‘11.03~
시 300 ‘12. 06.

광장조성 A=3,140㎡
계단식 플랜터 조성 1식
야간조명 및 조형물 설치

아 트
폴리스

182

0

도 100 ‘11.11~
시 82 ‘12. 03.

광장조성 A=400㎡
야외무대 막구조 및
경관조명

아 트
폴리스

500

0

시 500

광장조성 A=2,303㎡
조형물 1식
경관조명시설 1식

아 트
폴리스

시 210

‘12.07~
‘1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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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개선 사업
-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의 길 조성사업, 자만·산성
벽화마을 조성사업, 아트펜스 설치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74억원의 사업을 투입하여, 전체적인
도시경관의 균형을 잡아가고 있으며, 노후화 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곳곳 작은 명소를 만들어
한옥마을과 연계를 통한 새로운 관광루트를 개척했다는 평가임
※ 경관개선사업
연
번

사업명

계

22건

(단위: 백만원)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7,391

2,536

4,855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행
부서

도(1,536)
시(3,319)

● 한옥마을 경관개선사업【1건 / 1,427백만원】
1

한옥마을
경관개선

1,427

0

시1,427 ‘07~
‘11

실개천 및 쌈지공원(8개소)
남천교 누각 등 경관조명

한옥
마을

● 벽보판·게시대 시설개선사업【2건 / 532백만원 / 195개소】
2

시지정
벽보판

298

79

도 7
‘07~
‘11
시 212

구형벽보판 철거(214개)
신형벽보판 설치(100개)

아 트
폴리스

3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234

144

도
시

게시대 상판교체 및
지주도색(95개)

아 트
폴리스

19
‘07~
‘11
71

● 벽화사업【4건 / 424백만원 / 152개소】
4

교동
자만마을

126

63

도
시

12
‘07~
‘11
51

오목대 육교 및
노후담장 벽화(50개소)
안내표지판 6개소

아 트
폴리스

5

노송동
천사마을

90

0

도

90 ‘07~
‘11

간판 및 입면개선(3개소)
아트펜스 설치(3개소)
담장 벽화조성(40개소)

아 트
폴리스

6

동서학동
산성마을

110

55

시

55 ‘07~
‘11

산성마을 우안 노후담장
벽화(41개소, 2,534㎡)

아 트
폴리스

7

전주대주변
속거마을

98

0

시

98 ‘07~
‘11

속거마을 벽화(21개소)
우림교 벽화(259㎡)
덕진체련공원 조형물 1식

아 트
폴리스

● 야외무대 및 쉼터 조성사업【3건 / 390백만원 / 14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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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원 등
야외무대

168

84

도
시

9

공동주택
쉼터 조성

112

56

10

공동주택
텃밭정원 등

110

55

58
‘07~
‘11
26

소규모 공연공간 및 생활
체조 야외무대(26개소)

아 트
폴리스

도 39
‘07~
‘11
시 17

주민 쉼터용 야외탁자,
평상 제작설치(77개소)

아 트
폴리스

도 38
‘11
시 17 ‘07~

쓰레기 집하장 목재펜스
및 단지내 꽃박스(40개소)

아 트
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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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연
번

사업명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행
부서

● 길 경관조성사업【4건 / 3,052백만원 / 172개소】
11

얼굴 없는
천사의길

143

72

도 50
‘07~
‘11
시 21

12

아트펜스
설치

2,809

1,405

도 983 ‘09.06~
시 421 ‘11.12.

안행로 옹벽
13
개선

14

서신광장
지하보도
개선

45

0

시

55

45

도
시

‘12.11~
45
‘13.02.

4 ‘09.09~
6 ‘09.10.

간판 및 입면개선(8개소)
아트펜스 설치(3개소)
담장 벽화조성(32개소)
포토존 설치(1개소)

아트펜스(방부목) 설치
- 42개소 10,000m

아 트
폴리스
아 트
폴리스

가로변 화단조성(100m)
옹벽 칼라박스 설치(55개소) 아 트
폴리스
LED 슬로건 설치(2개소)
경관조명 설치(12개소)
서신광장 지하보도 내외
적삼목 리모델링
LED조명 및 입구 사인물

아 트
폴리스

● 공공시설물 경관개선사업【6건 / 1,072백만원 / 4,781개소】
15

교통지주 등
도색

247

150

0

시 150

노후
16 유개승강장

교통지주 도색(4,171개)
담장, 옹벽 도색(12개소)
간이터미널 도색(5개소)

아 트
폴리스

‘10.10~
‘10.12.

노후 유개승강장 도색 및
경관개선(388개소)

아 트
폴리스

‘11.03~
‘11.10.

게이트식 홍보판 디자인
개선 및 슬로건 변경 2식

아 트
폴리스

노후 교량 및 육교 경관
개선(6개소)

아 트
폴리스
아 트
폴리스

도 173 ‘10.03~
시 73 ‘10.12.

493

개선
17

나들목(IC)
개선

150

0

시 150

18

노후교량
개선

179

90

도
시

19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함
개선

100

0

시 100

‘12.03~
‘12.07.

교통신호제어기함 개선
(97개소)

20

생활정보지함
개선

0

0

0

‘12.07~
‘13.02.

생활정보지협회 직접시행
도로과
디자인 개선 교체(100개소)

63 ‘11.01~
26 ‘11.12.

● 간판정비사업【2건 / 494백만원 / 152개소】
21

기린로
전자상가
정비

91

0

22

노송천
주변상가
정비

403

141

시 36 ‘09.06~
민자 55 ‘10.02.
시 262

‘09.10~
‘10.09.

경관협정 체결(‘09.6.30)
상가 간판정비(24개소)

아 트
폴리스

간판개선(128개소)
건물입면개선(34개동)

아 트
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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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체육관 친수광장 야간경관

통일광장 야간경관

덕진시민광장 바람의 언덕

전주역 교통광장

청소년광장 야외무대

골목길프로젝트 벽화

서학광장 야간경관

풍남문광장 야간경관

제 1 절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전주

노송천주변 상가 간판개선

영화의 거리

국립무형유산원 앞 특색거리(한글광장)

풍남문광장 앞 펀디자인 조형물

청소년문화광장(중앙살림광장)

안골광장 펀디자인 조형물

교동 자만마을 벽화

동서학동 산성마을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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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수상실적)
2008
·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주거환경디자인 우수상
· Pin up Design Award 한옥마을 프로젝트 Pin up Silver상

2009
Pin up Design
공간부분 은상

·국제공공디자인대상 야간경관분야 우수상(화산체육관 친수공간)
· 국제공공디자인 대상 토목분야 최우수상(하가지구 육교)
· 국제공공디자인 대상 최우수상(시지정게시판 및 벽보판)
· 공공공간분야 한옥마을 은행로(대한토목학회장상)
·생활환경시설물분야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상)
· 공공매체 및 사인분여 공공사인물 표준디자인(LH 사장상)
· CI 및 시각매체분야 전주시 도시브랜드(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장상)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주거환경분야 우수상
2010
· 2010/2011 핀업(PIN UP) 디자인 어워드(Design Awards)에서
‘서신통일광장’
이 동상(Bronze)

제13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상

2012 옥외광고업무
우수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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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0/2011 국제공공디자인대상(International Public Design Award)
공모전 공공건축물분야에서
‘전주 영화의 거리 시설물’
최우수상
· 제13회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통령상

2013
· 2012 옥외광고업무 우수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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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아트폴리스는 디자인이 넘쳐나는 도시가 아닌 보이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사람의 풍요로운 삶이 가능한
공간, 일상적인 가치에 주목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 행복한 시민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것임
○ 전주시는 앞으로도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생, 공감, 공존 등의 가치를 함께 향상시켜 모두를 껴안는
도시디자인을 실현해 나갈 계획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작지만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내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트폴리스 전주의 최종 목표임
○ 또한, 옛것에서 새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을 실현해 나가 아트폴리스 전주를 더욱 업그레이드 할
계획으로 다양한 창조 계층의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행정으로 상생의
중심도시로 나아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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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품격 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가. 전국 최초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
○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도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까지 아트폴리스를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며, 시민이 자율적 중심이 되어 도시디자인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음
□ 전담부서 현황
○ 조직 연혁
일자
‘08.2.25

조직내용

비고

ㆍ예술도시국 / 아트폴리스과(3팀, 11명)
- 도시예술팀(5), 도시경관팀(3), 공공디자인팀(3)

신설

ㆍ도시재생사업단 / 아트폴리스과(5팀, 17명)
‘10.7.02

- 아트폴리스팀(5), 도시재생기획팀(3), 도시경관팀(3),

직제개편

공공디자인팀(3), 도심활성화팀(3)
ㆍ아트폴리스담당관(직속부서 / 4팀, 13명)
‘12.2.16

- 아트폴리스팀(4), 도시경관팀(3), 공공디자인팀(3),
도심활성화팀(3)

○ 주요업무
담당별

분

장

사

무

○ 전주 아트폴리스 정책 총괄
아트폴리스

○ 전주시 경관위원회 운영
○ 기본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계획 관련 업무
○ 경관 개선사업 추진
○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계획 수립

도시경관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업무 총괄
○ 전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사업
○ 디자인 자문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영
○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 디자인 DB구축
○ 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도심활성화

○ 전문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경관 광장 조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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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주시 경관위원회 구성
○‘전주 아트폴리스 종합 추진체계 구축’
을 위해 경관계획 수립 이전 경관권역에 대한‘도시경관분야’
‘건축분야’
‘공공디자인 및 공공예술분야’
에 대한 자체적인 방향을 정립하고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추진원칙을 마련하고,
○ 전주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을하나하나 개선해 나감은 물론 경관조례 제정을 통한
전주시 경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법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법이 제정 시행된 2008년도에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경관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게 되었음

□ 구성개요
○ 기능 : 전주시의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
○ 구성 : 20명(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문화,디자인,시의원 등)
- 임기 : 2년
- 현재 제3대 위원회(2012.8.20.~2014.8.19.) 구성 운영 중
○ 법적근거
- 경관법 제25조, 전주시 경관조례 제20조 등
- 전주시는 경관법이 제정 시행된 2008년도에
『아트폴리스전주』
를 표방하며,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경관위원회 구성 운영
□ 그간 추진상황
○ 심의 추진 : 8건
-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야간경관계획과 기린로 전자상가 경관협정
사업 등
○ 자문 추진 : 95건
- 노송천 복원프로젝트, 덕진광장, 전주역광장, 풍남문광장 등
□ 추진성과 및 의미
○ 전주시 모든 시설(공공공간, 공공건축, 공공예술 등)에 아트폴리스전주 디자인사업을 펼쳐“2008 대한
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2009 국제공공디자인대상 최우수상”
,“2010 핀업 디자인 어워드상”
,
“2011 제13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대통령상”
을 수상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월 1회 정례회의 개최 등 경관위원회 활성화 정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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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의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할 종합계획 마련
가.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 전주시가 보유한 자연, 문화, 역사 등 경관자원을 권역별로 세분화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경관요소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건축물, 색채,
전통문화경관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
○ 경관법 시행에 따라 전주시의 계획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효율적인 경관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전주시 경관계획’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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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
- 공간범위 : 전주시 전역(206.28㎢)
- 추진기간 : 2007. 12. ~ 2009. 12.
- 목표연도 : 2021년
- 용 역 비 : 175백만원(한국도시설계학회)
○ 수립근거 : 경관법 제6조
- 시장은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해 경관계획 수립
○ 주요내용
- 5개 경관축, 4개 경관관리권역, 5개 조망축, 8개 중점경관 관리대상, 기본경관계획 실천사업내용
(121건 / 3,106억원) 구성
□ 그간 추진사항
○ '08. 10~'08. 12 :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전주시 경관위원회 심의 완료
○ '09. 01~'10. 01 : 전라북도 승인, 주민 열람공고
○ '10. 02~'13. 06 : 노송천 복원, 덕진시민광장 등 기본경관계획 실천 사업 추진
□ 추진성과 및 의미
○ 전주시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형성에 대한 목표와 관리계획, 실천계획
수립
○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도시환경 조성 기여
□ 향후 추진계획
○ 기본경관계획 실천사업을 단기·중기·장기사업으로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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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주시 경관조례 제정
○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창출·
관리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주시 경관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 제정 개요
○ 제정이유 :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시행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구 성 : 제1장 총칙 포함 제5장 제25조로 구성
○ 주요내용
-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
□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 경관조례 제정계획 수립

: 2008. 5.

○ 전주시 경관조례(안) 입법예고

: 2008. 5.

○ 법무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08. 6.

○ 시의회 의결 및 조례공포

: 2008. 7.

□ 추진성과 및 의미
○ 경관위원회 구성 운영 및 활성화 : 제3대 경관위원회 운영
- 주요 공공사업 경관심의 8회, 경관자문 95회 시행
○ 경관협정사업 시행 : 2010 기린로전자상가 간판 경관협정사업
○ 아트폴리스전주 디자인 활성화 기여
-“2011 제13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상”수상
□ 향후 추진계획
○ 경관법 전부개정시 전주시 경관조례개정을 통해 경관위원회 위상 강화와 활성화 정책 등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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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주시 야간경관 업그레이드
○ 전주시의 전반적인 조명상태가 건축물 조명의 휘도가 높고 특징이 없으며, 도로 조명의 기구유형 및
밝기가 균일하지 않고 산만하고 발광광고는 야간경관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시민이 체험하고
즐기는 야간문화가 부족한 상태로, 도시 전체 야경이 불안정하게 조성돼 있어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 민선 5 기 송하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전통과 역사의 고장, 전주시의 따스함과 부드러움, 밝고
산뜻함을 담아내 빛 공해가 없고, 건강한 밤을 담아내고 고품격의 빛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천년의
빛을 간직한 전주만의 명품 빛을 밝히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 시행
- 범위 및 목표년도 : 전주시 전역(206.28㎢), 2021년도
- 용역기간 및 용역비 : 2008.12월 ~ 2010.2월, 113백만원
○ 야간경관계획 총 사업내용 : 64건 572억원(장기적)
○ 사업내용(단기적) : 야간경관 관련 9개 분야, 8개과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1 ~ 2014
- 단기사업비 : 23,070백만원(민선 5기)
- 분야별 사업내용
·가로조명 및 보안등 정비(도로과, 교통정책과)
·역사와 전통의 거리조성(한옥마을사업소)
·친환경 하천 조성(재난안전과), 푸른 빛의 공원 조성(푸른도시조성과)
·우리 동네 빛의 명소 조성(아트폴리스담당관)
·신재생에너지(환경과), 라이트 온 축제(전통문화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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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2010. 1 ~ 2012. 12 : 도로과, 푸른도시조성과 등 8개부서
- 기투자 사업비 : 15,610백만원 투자 사업 추진
- 도로, 공원, 하천, 광장, 교량, 한옥마을 등 야간경관 개선
○ 2013. 1 ~ 2013. 06 : 3,410백만원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 안골광장, 구도심 특화거리 유지보수, 북전주IC 진입로개설,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
가로보안등 경관조명 개선 등

□ 추진성과 및 의미
○ 전주시 야간경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 추진하여 매력적이고 활기찬 도시
야간경관 창출 기여

□ 향후 추진계획
○ 야간경관계획 실천사업을 단기·중기·장기사업으로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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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아트폴리스 전주의 체계적인 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해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등 전문가와 함께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많은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들을 조율하고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과 직원들의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해 짐에 따라,
○ 전주시경관계획을 통한 민간과 공공 분야의 도시경관 방향과 목표, 세부기준 설정 및 아트폴리스관련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경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관련 총괄조정기능 수행으로 인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을 수립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2. ~ 2009. 9.(9개월)
○ 소요예산 : 117백만원
○ 주요내용
- 전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기초현황 조사ㆍ분석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매뉴얼 제시
□ 그간 추진사항
○ 용역수행기관 선정
○ 기초 현황 및 자료조사
○ 경관위원회 자문(2회)
○ 분야별 전문가 자문
○ 관련부서 워크숍(2회)
○ 의회의견청취
○ 사업완료

:’
08. 12. 4
:’
08. 12 ~ ’
09. 1
:’
09. 5 ~ 6월
:’
09. 5. 25 ~ 5. 29
:’
09. 5 ~ 6월
:’
09. 6. 25
:’
09. 9. 24

□ 추진성과 및 의미
○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 등 4개 분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공공디자인
원칙과 품질 확보 등 기준 수립
○ 도시경관 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 시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하여 디자인의 누락, 간과되는 항목의 사전
방지로 현장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자인 심의, 평가의 논리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품격 있는 문화도시
전주의 공공디자인 정체성을 확립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 도입을 통해 수행업체는 자가진단 및 품질의 최소요건 확인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행정에서는 문제요인에 대한 검토 및 통합디자인 구축, 경관위원회에서는 심의 및
자문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각 분야의 목적에 따라 실제 가이드라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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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주시 아름다운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전주시 거리의 간판 대부분은 지나치게 크고 자극적인 색채와 조명을 사용하는 판류형 간판이
난립하여 건축물,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아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이었음.
○ 간판은 사업정보를 전달하는 영업 전달매체인 동시에 도시경관을 이루는 중요 미적요소로 그 성격상
시장과 공익이라는‘다르지만 같은’공통의 적절한 조화와 기준이 필요하여
○ 전주시 아름다운 간판 3 대 기본원칙(주변과 잘 어울리는 간판,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간판,
독창적인 간판)을 세우고 광고업자와 시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별, 건축별, 업종별 간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음.
- 의견수렴과정에서 광고업자들은 판류형 간판만 고집하고 작고 세련된 입체형 채널문자(LED)
간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주장하였으나, 도시경관 향상 및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응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절충하여 민관 상생차원에서 협력 하에 추진하였음.

□ 사업개요
○ 대상간판 : 가로형간판 등 옥외광고물
○ 주요내용
-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간판설치규격 및 수량 등 가이드라인 개발
- 우리시 특성에 맞은 간판의 글꼴, 색채, 형태 등 표준디자인 개발
○ 용 역 비 : 50백만원(도급액 43,941천원)
○ 용역기간 : ’
07. 10. ~ ’
08. 11.
□ 그간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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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착수

: '07. 10. 09

○ 전주시 20개 지역 간판조사

: '07. 11. 14~11. 19

○ 전주시민 의식조사

: '07. 11. 25~11. 28

○ 아트폴리스 자문회의 개최

: '08. 01. 03

○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개최

: '08. 08. 28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회)

: '08. 09. 29

○ 아름다운 간판 가이드라인 용역완료

: '0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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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간판정비시범사업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추진
- 기린로 전자상가 간판정비 경관협정사업 시행(34개 업소)
- 노송천 복원구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120개 업소)
○ 권역별 가이드라인 적용 특정구역 지정고시로 특색있는 도시공간 창조
- 중점권역(기린로 전자상가, 노송천 주변상가) 지정
- 특정권역(서부신시가지, 효자4ㆍ5지구, 하가지구) 지정
- 보전권역(한옥마을 전통문화구역) 지정
○ 업종별 가이드라인 권고를 통한 시민참여형 자율개선 분위기 마련
- 약사, 치과, 건축사 등 자율참여 유도와 각종 인허가시 권고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구도심, 전통시장 주변, 영세상가 밀집지역 등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간판개선 시범정비사업 확대로
올바른 간판 문화 선도
○ 광고물심의위원의 지속적 자문을 통해 최신 간판 동향 반영 및 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정비
○ '15년 달성목표로 적립중인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활용 간판 전수조사 후 정비간판에 대해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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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주시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은 장식적인 요소만을 강조하거나 설치시기에 따라 제각각의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어 전주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트폴리스 전주를 추구하고 전주만의 디자인을 통해 타 도시와
차별되는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어느 도시를 가면 만날 수 있는 기성품이 아닌 전주에만 존재하는
독창적인 공공시설물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 다양한 종류의 가로시설물들이 혼재되어 있는 도시에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 전주다운 체계와 질서를
갖춘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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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0. ~ 2009. 6.(8개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시브랜드 개발사업과 병행추진)
○ 사업내용
- 가로등 3종(교통가로등, 보행자가로등, 열주등), 버스승강장, 보행자 안내시스템, 자전거 보관대,
돌출함류, 휴지통류 등 6개 분야 개발
□ 그간 추진사항
○ 2008 공공디자인개발사업 공모사업 선정(한국디자인진흥원 대행사업)
○ 전주시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착수

:’
08. 10. 1

○ 경관위원회 자문

:’
09. 4.

○ 사업완료

:’
09. 6. 30

□ 추진성과 및 의미
○ Art-Polis 전주만이 가진 정체성을 표현하고 대외적인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한 표준디자인 개발로
가로에 질서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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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주시 도시브랜드(Brand Identity) 개발
○ 전주의 특성과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현재 핵심가치와 미래 비전가치를
함축한“총체적인 전주 도시브랜드”개발 필요성에 따라 2008년 1 억의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 브랜드 개발뿐만 아니라 브랜드 마케팅까지 범위를 추가로 확대해 전주 통합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점에 지식경제부
「2008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에 신청해
선정(7.21)됨에 따라 예산 1억을 지원받아 예산절감 하였음.
○ 공모사업 대행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공동으로 총 예산 2억원으로 전주 도시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전략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음.

□ 전주시 도시브랜드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 다양한 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 경제문화를
창출하고 한바탕을 중심으로 전주의 벤처정신이 시작됨을 의미
-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타당한 문화자산(컨텐츠)을 전 세계에
역동적으로 비벼서 전주시의 문화 경제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0. ~ 2009. 6.(8개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 100, 시 100)
○ 사업내용
- 브랜드 슬로건 및 디자인 매뉴얼 개발 등
-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상표출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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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2008 공공디자인개발사업 공모사업 선정 :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행사업
○ 전주시 도시브랜드 개발 착수

: '08. 10. 01

○ 공모사업 중간평가(한국디자인진흥원)

: '09. 02. 11

○ 전주시 브랜드 확정

: '09. 05.

○ 공모사업 최종평가(한국디자인진흥원)

: '09. 05. 28

○ 사업완료

: '09. 06. 30

○ 도시브랜드 홍보홈페이지 구축

: '09. 08.

○ 특허등록 완료(업무표장, 상표·서비스표)

: '10. 12.

○ 전주시 상징물조례 제정

: '11. 12.

□ 추진성과 및 의미
○ 시 승격 60주년과 경기전 창건 600주년(2010년)을 맞아 도시 경쟁력 확보와 전주시의 미래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선포
○ 전주시의 새로운 도시마케팅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변화를 도모해 아시아를 초월하는 글로벌 문화중심
도시로 우뚝서기 위한 도시브랜드로서 시민의 긍지, 자부심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천년의 전주 창조를
선도하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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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트폴리스를 위한 건축심의 개선
○ 아트폴리스 전주를 추구하는 이미지에 부합하게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형성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배치 및 외관 디자인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음
○ 건축심의 시 심의기준이 없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건축물 양산과 심의위원들의
그때그때 주관적인 의견 등으로 객관적 심의에 어려움이 있어 기준마련이 요구되었음

□ 사업개요
○ 건축물 건축시 주변환경 및 가로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물의 배치에서부터 외관 디자인까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도시미관증진 및 고품격 미래 건축문화를 실현하고자 함
○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등 용도 규모별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설정
- 배치 및 평면계획, 입면 및 경관계획, 주차 및 친환경 에너지 절약계획
□ 그간 추진사항
○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자료수집 및 기본안 작성

: 2011. 2.

○ 전문가 간담회(시의원, 건축사, 시정연구원 등)

: 2011. 4.

○ 시의회 도시건설위 의견청취 및 건축위원회 자문

: 2011. 5.

○ 언론 및 기관, 단체 홍보

: 2011. 6.

○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고시 및 시행

: 2011. 7.

□ 추진성과 및 의미
○ 용도별 규모별로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디자인 등 기준이 마련되어 품격 있는 건축물 신축 유도로 가로
환경과 도시미관증진에 기여
○ 건축심의시 심의기준이 없어 획일화된 건축물 양산과 심의위원들의 객관적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심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심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성 구축에 기여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건축심의 시 활용할 객관적인이고 명료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고품격 미래 건축문화 실현 및 투명성
제고, 아트폴리스 전주 만들기 역점시책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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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밝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개선
가. 특화거리 조성
(1) 청소년의 거리 조성
○ 민선4기 송하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도청과 경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어
가는 구도심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유동인구를 유입하고 전국적인 명소로 가꾸어 한옥
마을과 연계한 전통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 전주경제 키우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한스타일 산업 등 5대 역동사업과 병행하여 전주의 특화거리를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활동무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거리 상인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사업전

사업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 2012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패밀리마트~영화의거리)
○ 사업규모 : 경관조형물 및 음향시설 설치, 인도 조성
- 1차(2008년) : 경관조형물 설치완료 L=250m
- 2차(2011년) : 인도 설치 L=206m, 음향시설 제작설치 1식
○ 사 업 비 : 1,300백만원(도비 250, 시비 1,050)
□ 그간 추진상황
○ 경관조형물 설치 실시설계 용역 완료(1차분)
○ 경관조형물 설치공사 완료(1차분)
○ 인도 및 음향시설 설치 완료(2차분)

: '08. 6.
: '08. 10.
: '12. 1.

□ 추진성과 및 의미
○ 영화의거리 및 걷고싶은거리와 연계한 특화거리 조성으로 구도심 활성화
○ 루미나리에와 청소년이 어울리는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으로 경관이미지 제고 및 볼거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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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린로 전자상가 거리 조성
○ 민선 4기 송하진 시장의 공약사업“전문특화거리 조성과 지원”
사업 일환으로 기린로 전자상가는
350m 구간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점과 전자관련 점포 50여개가 밀집되어 있는 도내 유일한
거리로서,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만 형성되어 있는 전자유통단지였음.
○ 전주 전자상가의 거래권역은 전남 구례, 순천, 충남논산, 금산, 충북 일부지역으로 연간 매출액
약 200~300억원에 달하는 등 성업해 왔으나 몇 년 사이 대형 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밀리고
대도시인 서울, 광주, 대전 등에 시장을 빼앗겨 급격히 쇠퇴하면서 60여개 빈점포가 생기는 등
공동화현상이 심화되었음.
○ 그리고 1992년 설치한 비가림 아케이드가 노후되면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돼왔고 전반적으로
거리가 어둡고 칙칙하여 찾는 사람들이 뜸하게 됨에 따라 아케이드 철거, 상징조형물 및 경관조명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전주 IT를 대표하는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음.

사업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8. 11. ~ '09. 10.
○ 사업내용 : 특화거리 조성, 경관조명시설 설치
○ 사 업 비 : 1,430백만원(도비 340, 시비 1,090)
□ 그간 추진상황
○ 특화거리 조성 L=0.37km(B=8.5m)
- 인도정비, 상징조형물(2개소), 바닥분수(2개소), 쉼터(5개소)
○ 경관조명시설(열주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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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1992년 설치한 아케이드가 노후되어 위험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과감히 철거한 후 경관조명,
상징조형물,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여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를 밝고 특색있는 거리로 탈바꿈되어 상가
(70개) 활성화 기여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거리 조성을 계기로 상가 친절서비스를 강화해 호남지역 IT 메카로 거듭나려는 상인회 자발적인
재생노력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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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송천 주변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
○ 구도심 활성화 및 전통시장 발전을 꾀하고자 시행 중인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구간 내 무분별한 간판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주변환경개선을 통한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차 구간(구.한양예식장 앞 ~ 중앙시장 바보신발 앞)
을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 간판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광고주 및 광고업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010년에는 국토부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2차 구간(구.한양예식장 앞~구.도교육청 앞)을 추진하게 되었음.

사업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차 : '09. 10. ~ '10. 02. / 2차 : `'10. 03. ~ `'10. 09.
○ 사업내용 : 노송천 주변상가 간판정비 및 건물 입면 개선
○ 사 업 비 : 403백만원(국비 141, 시비 262)
□ 그간 추진상황
○ 간판개선 업소 128개, 건물 입면개선 34개동
□ 추진성과 및 의미
○ 노송천 복원사업 효과 극대화와 환경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전주시 아름다운 간판 가이드라인 시범 적용하여 간판 제작 및 설치
○ 간판시범거리 조성에 따라 사업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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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무형유산원 앞 특색거리 조성
○ 민선 5기 송하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13년 7월 준공되어 개관을 앞둔 국립무형유산원이 위치한
동서학동 지역은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한옥마을과 마주보고 있으며, 주변에 전주교대, 산성공원,
남고산성, 치명자산 천주교성지 등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한옥마을에 이어 제2의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지역으로서,
○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이 지역으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옥마을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루트를 확충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11 ~ '13. 08
○ 사업내용 : 특색거리조성 L=1,000m
- 인도조성 L=1,000m, 한글테마광장 2개소, 전통과학기구 실물모형 제작설치 1식, 야간경관 조성 1식
○ 사 업 비 : 1,900백만원(도비 500, 시비 1,400)
□ 그간 추진상황
○ 특색거리조성 L=1,000m
- 한글테마광장 2개소, 전통과학기구 제작설치 1식, 야간경관 1식
○ 사업 사진
□ 추진성과 및 의미
○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구축
○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시각적 이미지를
테마로 한 특색거리조성

인도조성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국립무형유산원 개관과 함께 한옥마을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주변 특색거리를 관광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구역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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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화의거리 조성
○ 2000년 전주국제영화제(JIFF)의 시작 이후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독립영화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높여가던 영화의 거리가 그동안 전주국제영화제 개최시 취약한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영화제 관련
이벤트 및 행사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북대, 덕진공원, 소리문화의 전당 등 영화의 거리 주변
곳곳으로 이원화돼 개최되는 등 거리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실정이었고,
○ 또한 영화제기간 이외에는 특색 없고 건조한 거리환경으로 인해 주변 특화거리(걷고싶은거리, 청소년
거리 등)와의 경쟁력에서도 밀려 유동 인구가 감소하고 거리의 상권이 침체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었음.
○ 따라서 송하진 시장이 전주를 대표하는 축제인 전주국제영화제를 위한 중심공간 조성과 함께 구도심의
대표 문화공간을 조성하라는 의견을 지시하여 영화의 거리에 영화제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 장소와 평상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가변적 성격의 공간을
거리에 디자인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9. 12. ~ '11. 11.
○ 사업내용 : 경관조형물 및 경관조명 설치
○ 사 업 비 : 2,1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100, 시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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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상황
○ 특화거리 조성 L=0.31km
- 상징조형물 설치, 인도조성, 막구조물 설치
○ 경관조명시설 L=0.31km

사업전

사업후

□ 추진성과 및 의미
○ 주말 방문객 38% 증가(2009년 : 8천명 → 2012년 : 11천명)
○ 업소수 53% 증가(2009년 : 170개소 → 2012년 : 260개소)
○ 상시 관광객 유입으로 78개 업소가 리모델링 및 업종변경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력을 찾아 구도심
활성화의 거점역할 (매출 증대 25%)
○ 대형 의류브랜드 매장과 전자 및 서적 브랜드매장 입점
○ 성과 통계(2009~2012년)
구 분

2009년

2012년

증감(증감율, %)

비고

주말 방문객(천명)

8

11

증 3(38)

주말평균

영화제방문객(만명)

27(2006년)

40

증 13(48)

축제기간

업 소 수(개소)

170

260

증 90(53)

연말기준

리모델링·업종변경(개소)

42

120

증 78(186)

연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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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구거리 조성
○ 민선 5기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공구의 거리는 지난 1965년부터 자동차관련 부품회사가 하나 둘
입주하며 형성되어 철물관련 취급점과 유사공구 업체들이 70여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구 전문상가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
○ 이곳은 교통 요충지인데다 은행권이 밀집해 있어 빠른 속도로 활성화 되어 어떤 용도의 공구든 이곳을
찾으면 구하지 못하는 공구가 없을 정도의 전문거리가 되어 한때는 각종 공구를 구매하려는 주문전화가
쇄도하고 직접 찾는 고객들로 인해 가게가 북적되었음
○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이곳에도 불황이 닥쳐왔고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심하고 있던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송하진 시장은 이곳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 공구거리상가번영회 측과 간담회를 통해 도 재정보전금(시책추진) 1억원을 지원받아 1차적으로 공구
거리 위치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상징조형물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
○ 사업내용 : 공구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가로수 정비 등
○ 총사업비 : 2,500백만원(2010년 100, 2014년 이후 2,400)
□ 그간 추진상황
○ 상징조형물 설치공사(2개소) 착수

:’
11. 3.

- 대신증권 앞 (1개) :“하모니”컨셉, 각종 공구 형상화, 브론즈
- 도토리교 앞 (1개) :“상황”컨셉, 그라인드 등 형상화, 브론즈 및 화강석
○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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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앞 조형물

도토리골교 앞 조형물

□ 추진성과 및 의미
○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공구거리가 상징 조형물 건립으로 관광객 및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향후 추진계획
○ 사업내용 변경 및 소요예산 확보

: '13. 12.

○ 공구거리 가로수 (은행나무) 정비

: '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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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관이 아름다운 안골사거리 조성
○ 민선 5기 송하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1985년 인후동 일대는 택지개발과 함께 조성된 이후
18년 동안 통행량 증가와 주변 대단위 아파트 및 상가 건립 등으로 칙칙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야 방해와 상가간판 가림 민원 등이 제기되었음.
○ 안골광장 주변 상가협의회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광장 내 수목을 이식하여 오픈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의견과 환경단체 등에서 건의한 현재 도심 내 수목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수목이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관 개선하자는 의견을 절충 반영하여 불편을 주는 수목의 전지 보안 등으로
녹음과 경관이 어우러지는 광장을 조성해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사업전

사업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2. 11. ~ '13. 5.
○ 사업내용 : 특화광장조성(패턴포장, 경관조명설치, 조형물설치)
○ 사 업 비 : 500백만원(시비)
□ 그간 추진상황
○ 특화광장조성(패턴포장실시) A=2,303㎡
- L형 측구정비 664m, 판석포장 1,595㎡, 인도블럭 포장 632㎡, 조형물(바람불어 좋은 날) 1식
□ 추진성과 및 의미
○ 녹음과 주변경관이 조화를 이루면서 시민의 안전한 보행공간이자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 상가 폐점으로 인한 어두운 분위기를 아름답고 은은하게 연출하여 통행 안전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
화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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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화광장 조성
(1) 오거리 문화광장 조성
○ 민선 4기 송하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총면적 6,360㎡ 규모의 오거리 문화광장은 지난 1970년
건설부고시에 따라 경관광장으로 결정됐지만, 이곳에는 1960년대 건축된 지상 3층 규모의 상가가
자리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에 걸림돌이 되는 등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된 상태가 지속되었음.
○ 이에 따라 시는 구도심 활성화 촉진과 시민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 철거하였고
○ 구도심권의 초입에 위치한 오거리에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구도심 속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심권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바닥분수는 물론 전주가 낳은 세계적 비보이‘라스트포원’멤버
12명의 핸드프린팅과 함께 비보이 공연 및 각종 소규모 이벤트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의 공연장을 조성함으로써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음.

오거리 문화광장 전경

청동 조형물(영화의거리 입구)

라스트포원 광장

비보이 12명 핸드프린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6. 01. ~ '08. 02.
○ 사업내용 : 광장조성, 야외무대, 바닥분수 등
○ 사 업 비 : 3,662백만원(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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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상황
○ 광장 조성 A=1,700㎡
- 야외무대(214㎡), 바닥분수(71㎡), 비보이 핸드프린팅(12개소)
□ 추진성과 및 의미
○ 걷고싶은거리와 영화의거리를 연계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
○ B-boy 공연 등 소규모 문화행사 장소로서 건전한 문화공간 활성화(각종 문화행사 등 연 100회
이상 개최)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행사, 공연, 집회 등 개최를 위한 장소로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친근하고 편리한 문화·예술적
인 공간 자리매김

※ 변화모습
① 각종 행사 및 공연 개최

나라사랑 독도사랑 행사

비보이 공연

② 여름철 바닥분수

바닥분수(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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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전주

(2) 덕진 시민광장 조성
○ 민선 4기 송하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덕진광장은 1982년 구) 덕진역 이전 이후 불법 포장마차,
불법주차, 심야영업과 주변경관 저해 및 상권 침체요인이 되는 등 30여년간 고질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었음.
○ 광장은 약 6,414㎡규모로 화단, 익산·군산방면 간이승강장, 일부 주차공간(야간 포장마차 영업중)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1980년대부터 광장 내에서 영업하였던 9개의 포장마차 존치여부에 대해
2008년 5월부터 주민·시민단체·시의원·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학협의회에서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디자인을 개선하여 특화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존치하기로 하였음.
○ 아스팔트 광장에 복잡하게 산재한 간이승강장과 주차장, 포장마차 등 공간구조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및 도심의 부족한 녹지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8. 12. ~ '10. 02.
○ 사업내용 : 광장조성, 분수시설, 조경 및 경관조명 등
○ 사 업 비 : 2,383백만원(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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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상황
○ 광장 조성 A=6,414㎡
- 분수시설, 수목식재, 경관조명 등

사업전

사업후

□ 추진성과 및 의미
○ 시외버스 간이승강장 및 주차장으로 활용된 교통광장에 포장마차가 난립하여 소음 및 악취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발생 다발 지역을 민·관·학이 협력하여 해결
○“바람의 언덕
‘이라는 디자인 컨셉으로 계단분수, 잔디쉼터, 야외무대, 시외버스 간이승강장, 주차장
등을 갖춘 휴식 및 공연 공간으로 대변신하여 도시경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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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주역 교통광장 조성
○ 전주역사는 1929년부터 서노송동(현 전주시청 부지)에 자리 잡았으나 1978년 전라선 북전주ㆍ신리
구간(13.7km) 철도가 도시 외곽으로 이설함에 따라 1981년 현 우아동에 전통의 멋을 살린 한옥기와
조로 건축 되어 전주를 찾는 1일 3,000여명의 내방객에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으나 역사 앞 광장
은 휑한 모습으로 남아 30여년 동안 시민의 쉼터로서의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였음.
○ 총 면적 18,000㎡에 이르는 역광장은 인근 아파트 밀집 지역의 많은 유동인구에도 불구하고 1980년
교통광장으로 지정 고시되어 철도승강장 및 주차장 용도로만 한정되어 도심 슬럼지역으로 변하였음
○ 이러한 광장을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로 되돌려 주기 위하여 송하진 시장은 사업 시행 이전에 전주역
광장 소유·관리자인 한국철도공사와 전주역 교통광장 조성사업 관련사항 규정 및 준공후 시설물관리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처음 접하는 전주의 상징적 관문이라는 전주만의 독창성과 장소성을 제공
하기 위해 기존의 삭막한 시멘트 공간을 걷어내고 광장에 야외무대, 조형분수,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
문화, 이벤트, 휴식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도시재생 일환으로 추진하였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0. 04. ~ '10. 11.
○ 사업내용 : 광장조성, 바닥분수, 경관조명시설 등
○ 사 업 비 : 1,400백만원(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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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상황
○ 광장조성 A=5,180㎡
- 조형분수 설치, 녹지공간 조성, 화강석 판석 포장 등
○ 야간조명 및 조형물 설치
- 보안등(19개소), 잔디등(26개소) 등

사업전

사업후

□ 추진성과 및 의미
○“꿈의 정원”디자인 컨셉으로 전주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처음 다가오는 문화 및 예술공간 제공
○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 선조들의 문화공간인 전통정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의
전주의 특색을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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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풍남문광장 조성
○ 옛 전주읍성의 남쪽 성문이자 보물로 지정된 풍남문(보물 제308호)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주변의
건축물들을 철거해 전주시민과 관광객 등 누구나 손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송하진 시장의
특별지시 사항에 따라 풍남문 조망권 확보사업 일환으로 추진함.
○ 이에 따라 주변 건축물인 대건신협과 성모병원 2개동을 철거하고 당초 이 철거부지에 중대형 버스를
포함한 차량 61대를 동시 수용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남부시장 등 주변에
주차장이 새로 조성됨에 따라 전통문화 가치 보전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음.
○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특색있는 도심 휴식공간 확보로 한옥마을, 남부시장 등과 연계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06. ~ '12. 06.
○ 사업내용 : 경관광장 조성, 조형무대설치, 경관조명시설 등
○ 사 업 비 : 795백만원(도비 575, 시비 220)
□ 그간 추진상황
○ 경관광장 A=2,045㎡
- 화강석 판석 포장, 조형 무대 및 플랜터 설치, 수목식재(느티나무외 4종)
○ 경관조명시설 설치
- 보안등(7개소), 지중등(38개소), 라인조명(173세트), 볼라드(1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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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

사업후

□ 추진성과 및 의미
○ 풍남문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노후된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
○ 비빔밥축제 및 한옥마을 걷기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 39회 개최로 광장 활용성 제고
○ 한옥마을과 연계해 새로운 관광루트를 형성하여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 변화모습
① 국제적 문화행사 개최

2012. 9월 전주세계소리축제

2012. 11월 세계순례대회

② 민간 문화행사 개최

풍남문 한마당축제(매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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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학광장 조성
○ 서학광장은 남부순환도로 개통으로 형성된 교통섬으로 전주시청에서 21번 국도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전주 시내와 시외를 연결하는 주요교통의 거점으로서 전주시 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나, 볼거리 및 휴식공간이 없어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음.
○“학이 깃들다”
라는 서학동(西鶴洞) 지명유래를 바탕으로 지역 전통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찾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학의 날개”
를 형상화하여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통적
아름다움이 표현된 도심 속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면서,
○ 서학광장 인근 국립무형유산원, 한옥마을, 남부시장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을 위한
새로운 관광루트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사업전

사업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03. ~ '12. 06.
○ 사업내용 : 광장조성, 조형플랜터, 경관조명시설 등
○ 사 업 비 : 800백만원(도비 500, 시비 300)
□ 그간 추진상황
○ 특화광장 A=3,140㎡
- 계단식 조형물, 화강석 판석 포장, 인도블록포장, 파고라 및 벤치 설치
○ 경관조명시설 : 보안등(13개소), 수목 투사등(12개소), 잔디등(12개소)
□ 추진성과 및 의미
○ "학이 깃들다
“라는 서학동 지명유래에 착안하여 지역의 전통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현대적 재해석,
학의 날개를 형상화
○ 낙후된 도심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복원하는 독창적인 휴식공간 확보로 침체된 남부권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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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송천광장 조성
○ 민선 5기 송하진 시장의 공약사업인“ 노송천 복원 및 명품화사업”일환으로, 해당 광장부지는 노송천이
복개된 이후 그간 주차장 및 주변 상가의 자재적치장으로 방치되어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걷고싶은거리에서 중앙시장, 노송천, 그리고 건산천 등 중부권 도심으로 이어지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보행축을 단절시켜 구도심 침체를 가속화시켰음.
○ 광장부지가 콘크리트 복개 구조물 위에 위치하여 시설물 설치 및 수목식재 등 광장조성에 많은 제한이
있었으나, 자체 조직인 노송천 상인회와 노송천 문화공동체간과 지속적인 협력과 협의를 통해 기존
형상을 최대한 유지한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 도심 속 생태하천인 노송천이라는 수변공간과 함께 특색있는 휴식 공간 및 문화예술 행사공간 확보로
관광인프라가 확대되어 침체된 구도심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08. ~ '12. 07.
○ 사업내용 : 광장조성, 무대설치, 경관조명시설, 조형물 설치 등
○ 사 업 비 : 700백만원(국비 490, 시비 210)
□ 그간 추진상황
○ 특화광장 A=1,680㎡
- 인도조성, 화강석 판석 포장, 막구조물(1개소), 파고라(2개소), 조형물(2개소) 설치
○ 경관조명시설 설치
- 가로등(22개소), 잔디등(24개소) 설치, 라인조명(28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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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노송천이 복개된 이후 주차장 및 주변 상가의 자재적치장으로 방치되어 어둡고 칙칙한 아스팔트 공간에
시원하고 바람이 통하는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
※ 변화모습
① 노송천광장 및 상점가 일대 만원행복거리 지정

만원행복거리 조형물

지정식 개최(2012. 9월)

② 각종 문화행사 개최

전북 청소년 문화예술경연대회

노송천 상설문화공연

□ 향후 발전방향
○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광장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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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소년 문화광장(중앙살림광장) 조성
○ 구도심 영화의거리에 인접한 교회에서 교인들을 위한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활용하자는
의견에 따라,
○ 과거 높은 담장과 5층 건물에 막혀 볼품없는 교회전용 주차장으로만 활용되었던 약 400㎡의 공간을
전주시와 전주중앙교회의 민관협약(2011. 5월)에 따라 건물 철거 후 개방형 문화광장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영화의거리 및 청소년 거리를 연결하는 주요 거점공간으로서 기존의 단순한
청소년 쉼터공간을 벗어나 주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를 개최하는 복합용도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11. ~ '12. 03.
○ 사업내용 : 광장조성, 야외무대 막구조물, 경관조명 등
○ 사 업 비 : 182백만원(도비 100, 시비 82)
□ 그간 추진상황
○ 특화광장 A=400㎡
- 야외무대 막구조물 설치, 경관조명시설
□ 추진성과 및 의미
○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장소로 연 50회 활용
○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매출 2배 이상 증가, 업소 리모델링 등 지역상권 활성화
- 광장 앞 맥주판매점은 유동인구 급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전국 동일 브랜드 판매점과 비교해
매출 급부상 1위로 평가받음
○ 중앙교회에서 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부지를 제공하여 확트인 광장으로 변모시킨 민관협력의 우수
모델로 벤치마킹 선진지 부각
※ 변화모습

청소년 문화행사(댄스경연)

친구, 연인들의 데이트장소

□ 향후 발전방향
○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및 종교단체와 주민간의 상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모범
사례로 본보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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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남의 광장 조성
○ 전주 인근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고유가 극복을 위한 경제적이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기
가스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의 긍정적 이유로 카풀제 이용 차량 급격히 증가
○ 또한 카풀을 위해 전주시 외곽 지역 도로변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및 인근 농촌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전주 인근 주요 출퇴근 지역에 권역별로 카풀차량을 위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
- 남원방면(색장동), 봉동·고산방면(호성동), 무주·진안·장수방면(산정동), 군산·익산방면
(용정동), 정읍·고창방면 (색장동)

□ 사업개요
○ 교통의 발달로 인근 도시로의 출퇴근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외각 교통요지에 카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만남의 광장 5개소를 조성함
□ 그간 추진사항
○ 2006. 10월 남원·임실방면 만남의 광장
- 면적 2,596㎡, 주차대수 68대, 사업비 454백만원
○ 2006. 12월 군산·익산방면 만남의 광장
- 면적 1,097㎡, 주차대수 52대, 사업비 122백만원
○ 2007. 2월 봉동·고산방면 만남의 광장
- 면적 1,097㎡, 주차대수 30대, 사업비 122백만원
○ 2008. 12월 무주·진안·장수방면 만남의 광장
- 면적 2,802㎡, 주차대수 75대, 사업비 650백만원
○ 2013. 2월 정읍·고창방면 만남의 광장
- 면적 2,958㎡, 주차대수 84대, 사업비 1,058백만원
□ 추진성과 및 의미
○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카풀 차량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제공으로
시민편익 증진 및 카풀을 통한 에너지절약에 기여함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카풀을 통한 에너지 절약에 앞장 설수 있도록 만남의
광장 추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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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
○ 전주시는 사회적인 웰빙 바람을 타고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활 근접지역에서 휴식과 운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체육광장을 조성하였음
○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9억 5천만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도시 내
기존 근린공원 17개와 어린이공원 72개 등 89개 도시공원에 소규모 체련장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모든 시민이 생활 근접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사업개요
○ 전주시 관내 근린 및 어린이공원을 조사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원내에 웰빙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음
- 2008년에는 완산구 효자2동 효자공원에 허리돌리기, 공중걷기 등 10대의 야외 헬스기구를 설치하
였고, 효자4동 모룽지공원에는 다목적구장을 포장하는 등 5개동 9개공원에 48대의 야외헬스기구와
덕진구 인후3동 아람길 공원, 우아2동 중산보공원, 금암2동 금암공원, 팔복동 팔복공원에 23대의
헬스기구와 다목적구장을 포장하여 9개동 13개소에 71대의 야외 헬스기구와 6개소의 다목적구장 설치
- 2009년에는 완산구 11개동 40개 공원에 129대의 야외용 헬스기구와 덕진구 2개동 13개공원에
32대의 야외헬스기구를 설치하여 총 53개공원 161대의 운동기구 설치
○ 위 치 : 전주시 관내 근린 및 어린이공원
○ 사업규모 : 89개 공원(근린 17, 어린이 72)
○ 사업내용 : 체련장 및 운동시설
○ 총사업비 : 9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12 ~ 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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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공원별 이용자 의견수렴 및 실시설계
“안”
마련 완료 ------- '08. 7.24~8.30
○ 공원별 실시설계
“안”
주민설명회 개최 ---------------- '08. 9. 2~9. 3
○ 체육광장 조성공사 ---------------------------- '08.12~’
09. 4
□ 추진성과 및 의미
○ 기존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활주변의 여러 곳에서 조성된 근린 및 어린이공원에 체련장과 체육시설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다양한 신개념의 운동시설인 옆파도타기,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등을 설치하여
어른, 청소년 등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함으로써 가정의 화목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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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체육광장 조성내역
행정동

공원명

주 소 지

설치내역

노송동

마당골

중노송동 1-12

허리돌리기, 등허리젖히기, 매달리기

〃

노송

중노송동 253-75

허리돌리기, 매달리기

남노송동 144-7

허리돌리기, 달리기

〃
중화산1동

한두평

중화산동2가 662-5

허리돌리기, 공중걷기, 등허리젖히기

중화산2동

중산1길

중화산동2가 573

어깨근육풀기, 등허리젖히기

〃

산월길

중화산동2가 598

상체근육풀기, 어깨근육풀기, 허리돌리기, 등허리젖히기,
윗몸일으키기, 하체근육풀기

〃

화산주택3

중화산동2가 757-1

어깨근육풀기, 허리돌리기

〃

매너머

중화산동2가 702-1

허리돌리기, 매달리기

〃

근영길

중화산동2가 655-4

허리돌기기, 매달리기

〃

인정길

중화산동2가 586

윗몸일으키기, 노젓기, 역기올리기, 허리돌리기,달리기
탄성포장, 배수로, 집수정

〃

중산

중화산동2가 678

윗몸일으키기, 노젓기, 역기올리기, 허리돌리기, 달리기

〃

중화산

중화산동2가 746-3

평화1동

감나무골

평화동1가 740-1

허리돌리기, 달리기, 역기올리기, 공중걷기, 노젓기
어깨근육풀기, 윗몸일으키기
상체근육풀기, 달리기, 공중걷기, 윗몸일으키기,
등허리젖히기, 하체근육풀기

〃

평화1

평화동1가 745-1

달리기, 공중걷기

평화2동

맏내

평화동2가 873-5

허리돌리기, 공중걷기, 윗몸일으키기, 상체근육풀기

〃

평화2

평화동1가 722-1

어깨근육풀기, 허리돌리기, 노젖기, 윗몸일으키기,
매달리기, 공중걷기

〃

새터

평화동2가 846-1

허리돌리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공중걷기

〃

평화3

평화동2가 889-6

허리돌리기, 달리기, 노젓기, 윗몸일으키기, 매달리기

서신동

명당골

서신동 887-8

허리돌리기, 역기올리기, 매달리기

〃

용두길

서신동 844

어깨근육풀기, 허리돌리기, 파도타기, 등허리젖히기,
윗몸일으키기, 매달리기

〃

전룡

서신동 834

허리돌리기, 달리기, 파도타기, 윗몸일으키기

〃

안터

서신동 787-1

허리돌리기, 역기올리기, 파도타기

〃

고사평동

서신동 1081

달리기, 하체근육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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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공원명

주 소 지

설치내역

서신동

서여울길

서신동 929-2

허리돌리기, 파도타기

〃

서부

서신동 962-5

노젓기, 공중걷기, 등허리젖히기

〃

선수촌

서신동 965-4

어깨근육풀기, 달리기, 파도타기

〃

도내기샘

서신동 794

〃

서일

서신동 960-3

삼천1동

상산

삼천1동 577

달리기, 오금펴기

〃

성지산

삼천1동 739

허리돌리기, 달리기, 파도타기, 매달리기

삼천2동

모퉁이

삼천2동 672-1

허리돌리기, 달리기, 공중걷기

〃

세내

삼천2동 636

어깨근육풀기, 허리돌리기, 달리기, 노젓기, 공중걷기,
등허리젖히기

〃

약수

삼천2동 615-4

허리돌리기, 달리기, 공중걷기

〃

송정

삼천2동 609

허리돌리기, 달리기, 공중걷기

〃

삼천근린

삼천동1가 659

달리기, 허리돌리기, 등허리젓히기, 공중걷기, 오금펴기,
상체근육펴기, 하체근육풀기, 노젓기, 윗몸일으키기

효자2동

신리

효자동1가 551

상체근육풀기, 윗몸일으키기

〃

양지

효자동1가 576-4

허리돌리기, 달리기

〃

가절길

효자동1가 610

상체근육풀기, 허리돌리기, 달리기, 공중걷기, 하체근육풀기

〃

효자

효자동1가 634

허리돌리기(2), 공중걷기, 어깨근육풀기,상체근육풀기(2),
윗몸일으키기, 노젓기, 달리기,역기올리기

효자3동

효림

효자동1가 659-4

달리기, 오금펴기

〃

풍남

효자동1가 655

역기올리기, 노젓기

〃

효문

효자동1가 653

파도타기, 노젓기

효자4동

서중

효자동3가 1433

어깨근육풀기, 등허리젖히기

〃

신덕

효자동3가1443-2

상체근육풀기, 허리돌리기, 파도타기, 노젓기, 윗몸일으키기

〃

양지뜸

효자동3가 1473-4

어깨근육풀기

〃

서곡

효자동3가 1487

윗몸일으키기, 공중걷기

허리돌리기, 달리기, 노젓기, 역기올리기, 윗몸일으키기
탄성포장, 배수로, 집수정, 지압보도
탄성포장, 단면고정식농구대, 풋살골대, 배구지주
심판대, 운동시설보관함, 평의자, 휀스,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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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공원명

주 소 지

설치내역

효자4동

모롱지

효자동3가 1407-3

탄성포장, 배수로, 집수정

〃

서곡

효자동3가 1458

허리돌리기, 달리기, 역기올리기, 어깨근육풀기, 노젓기,
공중걷기, 파도타기, 탄성포장, 배수로, 집수정

우아2동

석소

우아동2가 873-1

상체근육풀기, 허리돌리기, 달리기, 매달리기

〃

왜들

우아동2가 895-6

어깨근육풀기, 허리돌리기, 등허리젖히기, 윗몸일으키기,
매달리기

〃

오동제

우아동2가 910-4

상체근육풀기, 허리돌리기

〃

하인교

우아동1가 1104-1

어깨근육풀기, 허리돌리기

〃

호동골

우아동1가 1124-5

상체근육풀기, 등허리젖히기

〃

중산보

우아동2가 907

노젓기, 역기올리기, 윗몸일으키기, 매달리기,달리기,
파도타기, 허리돌리기

인후3동

진버들

인후동1가 802-2

어깨근육풀기, 윗몸일으키기

〃

북가재미

인후동1가 843-1

상체근육풀기,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

구총목

인후동1가 906-1

노젓기, 윗몸일으키기

〃

가재미

인후동1가 882-1

윗몸일으키기, 매달리기

〃

도란길

인후동1가 854-3

상체근육풀기, 윗몸일으키기

〃

하평

인후동1가 916-2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

한범로

인후동1가 943-6

등허리젖히기, 윗몸일으키기

〃

문화로

인후동1가 951-5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

아람길

인후동1가 858-3

등허리젓히기, 허리돌리기, 역기올리기, 달리기,
노젓기, 윗몸일으키기

금암동

금암동

금암동1546-1

달리기, 파도타기, 노젓기, 공중걷기, 윗몸일으키기

금암2동

금암

금암동 1575-7

윗몸일으키기, 역기올리기, 상체근육풀기, 등허리젓히기,
파도타기, 노젓기, 어깨근육풀기

팔복동

팔복

팔복동3가 404

상체근육풀기, 달리기, 파도타기, 탄성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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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물원 앞 광장 조성
○ 지난 1978년 6 월 지방 최대 규모로 개장한 전주동물원은 전주시민들을 비롯해 전북도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사랑받아왔으나 30여 년간 포장마차 및 노점상들의 난립으로
관광지로서의 미관저해는 물론, 비위생적 음식조리 및 판매로 인한 시민 건강 위해, 차량의 교통소통
방해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음
○ 민선4기 출범이후 시장지시사항으로 무질서하거나 시민에게 외면 받던 동물원 앞 포장마차, 이동식
가판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고 덕진체련공원내 주차장과 농구장, 족구장 등에 대한 시설 재배치를
추진하여 문화체육활동과 휴식의 향유가 동시에 가능한 명품공간으로 조성함

□ 그간 추진사항
① 덕진체련공원 내 농구장, 족구장 이전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덕진동1가 73-11 일원(덕진체련공원)
- 사업내용 : 족구장 8면, 농구장 2면, 기타부대시설
- 조성면적 : 8,074㎡ (다목적구장 10,560㎡)
- 사 업 비 : 839,453천원
- 사업기간 : 2009. 4. 15 ~ 2009. 9. 28
② 동물원 주차장 정비 및 확충
○ 사업개요
- 면 적 : 17,325㎡(주차장 14,295㎡/ 도로 및 기타 3,030㎡)
·주차장 14,295㎡중 기존 정비 3,701㎡ 신규확충 10,594㎡
- 주차대수 : 총 1,200대(기존 250, 확충 350, 기존 2·3주차장 600)
- 사 업 비 : 72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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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물원 앞 노점가판대 정비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5 ~ 2010. 4
- 사 업 비 : 240백만원
- 내 용 : 기존 포장마차 25개소 철거 후 신규 가판대 19개소 설치 등
○ 추진배경
- 동물원 개원 때부터 자생적으로 포장마차가 발생하여 1999년 동물원 우회도로 개설시에는 주차장
본래의 용도를 상실할 정도로 노점이 동물원 정문 근처까지 진출하였으며, 시민들의 진출입 시 많은
불쾌감을 주었음
- 식품의 변질, 식중독 발생 등 우려가 상존하고 동물원과 체련공원에 이르는 일대가 포장마차
상주지역으로 밤늦게까지 불법영업을 하여 공원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지역화 위험에 처해 있었음
○ 추진상 어려웠던 점
- 동물원과 체련공원은 외래객의 방문이 빈번한 노점 선호 구역으로 지도단속을 해도 상습적으로 발생
하는 노점을 정비하기가 어려웠으며, 주차장 옆 부지에는 기존 포장마차가 25개소 설치되어 무신고
영업시설로 상시영업을 하는 중으로 포장마차 정비와 노점의 생존권 확보가 양립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으나,
- 기존의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설치된 포장마차를 정비하고 대안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신규 가판대를
설치하여 기존 포장마차를 이주시키는 동물원 앞 노점가판대 정비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19개소의
신규 가판대를 설치하게 되었음
- 기존 포장마차가 25개소로 신규가판대로 이주를 동의하더라도 6명이 폐업을 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노점상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웠으나, 노점인과의 간담회를 13회 개최하였고 마라톤 회의 결과
노점상들을 설득하여 19명으로 최종 확정
- 기존 노점상들이 1인당 30 ~ 50평 정도의 면적을 점유하여 영업하던 것을 신규 신설하는 가판대는
가판대 3평, 편의시설 5.5평으로 축소 조정하자 노점상들이 일제히 강력 반발하였으나, 공원미관과
주차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수 십 차례의 협상과 면담을 통하여 설득하였음
○ 의미 및 성과
-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설치된 포장마차를 정비하고 새롭게 규격화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한 가판대와
건물로 재배치하고, 신규 가판대를 기존 노점상에게 위탁 관리하여 노점의 생존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동물원 및 체련공원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둠
- 외래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양 및 체련공간을 제공하여 깨끗한 문화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

474

제 1 절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전주

□ 추진성과 및 의미
○ 그간 불편한 진실처럼 존재해 왔던 동물원 주차장 내 포장마차와 가판대를 밝고 아름다움을 함축한
모습으로 규격화하고 제도권내로 한 걸음 끌어들임으로써 동물원의 전체 미관 제고 및 공원환경 개선,
시민의 쾌적한 보행권 확보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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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 공공디자인 개선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 경관도색 및 테마별 경관개선
○ 사업 기간 : 2010. 8월 ~ 2014. 6월(계속사업)
○ 연차별 투자계획 : 1,75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1까지투자액

2012

2013

2014

계

1,753

934

355

264

200

국 비

411

283

68

60

도 비

187

59

110

18

시 비

1,155

592

177

186

□ 그간 추진상황
【2010년도】
○ 아트펜스 설치사업 : 16개소 4,700m
○ 공공시설물 경관도색사업 : 교통지주 등 도색(3,015개소)
○ 공공광고판 시설개선사업 : 게시대 90개
○ 유개승강장 도색사업 : 컬러박스형 승강장 388개소
【2011년도】
○ 주요 시설물(교량) 경관개선 사업 : 추천대교 등 4개소
○ 전주 나들목(IC) 경관개선 사업 : 전주, 동전주 나들목 2개소
○ 육교 경관개선사업 : 2개소(우정신세계, 용머리육교)
○ 공공시설물 경관도색사업 : 교통지주 등 도색(1,179개소)
○ 산성천 주변 경관개선사업 : 담장벽화 36개소, 간판개선 8개소
【2012년도】
○ 교통신호제어기함 경관개선사업 : 97개소
○ 얼굴없는 천사의 길 명성화사업 : 벽화 등 109개소
○ 전주부성 골목길(다올길) 벽화조성 사업 : 20개소
○ 생활정보지함 경관개선사업 : 100개소
○ 자만마을 벽화갤러리사업 : 벽화 등 52개소
○ 풍남문 광장 조형물 설치 : 펀디자인 청동조형물(1식)
○ 안행로 옹벽경관개선사업 : 경관조명 설치 등 6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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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 전주 낙수정마을 커뮤니티공간조성사업
- 벽면아트디자인(260m), 휴식공간조성(35m), 파고라 및 데크설치, 벤치설치(2개소),
아트펜스설치(130m), 가로등설치(1개소)
□ 추진성과 및 의미
○ 공공시설물 등 경관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관광루트 안내판 제작설치

: '13. 10.

○ 옥류마을 사잇길 조성사업 시행

: '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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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시설물 경관개선
(가) 전주 나들목 경관개선
○ 민선 5기 송하진 시장의 공약사업인“도시 공공디자인 개선”
일환으로 전주의 첫 관문인 나들목(IC)
홍보판 디자인을 개선하고 변경된 슬로건과 전주시 BI로 교체, LED 야간조명 설치 등 경관개선을
통해 전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디자인 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사업전

사업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03. ~ '11. 10.
○ 위 치 : 전주 및 동전주 나들목(IC) 진입부
○ 사업내용 : 게이트식 홍보판 각 1식 및 주변 경관정비
○ 사 업 비 : 150백만원(시비)
□ 그간 추진상황
○ 홍보판 디자인 개선, 슬로건 변경, 전주시 BI 및 야간조명설치
○ 사업 전·후 사진
□ 추진성과 및 의미
○ 전주 진입부 상징물로서 전주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디자인 개선
○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의 특징을 살린 차분하고 통일된 전주 이미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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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시설물 디자인 표준화
○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전주만의 표준 정립과 보행자
시각에서의 조화가 있는 가로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부서별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표준화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7. ~ 2011. 12.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부서별 추진 사업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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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자전거 보관대 디자인 표준화

:’
09. 02.

○ 가로시설물 디자인 표준화

:’
09. 07.

- 가로등, 보도포장색, 맨홀뚜껑, 유개승강장, 안전펜스, 휴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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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게시대 및 벽보판 디자인 표준화

:’
09. 08.

○ 시내버스 도색 디자인 표준화

:’
09. 10.

○ 관광안내판 디자인 표준화

:’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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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후 교량 경관개선
○ 민선 5기 송하진 시장의 공약사업인“도시 공공디자인 개선”
일환으로 도심 속 노후화되고 흉물화된
공공시설물을 새로운 교체가 아닌 재생의 개념으로 공공시설물 재생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음.
○ 우아동 우정신세계 인근에 설치된 육교는 2001년에 아중역에서 전주역 방면 안덕원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되었으나 무지개 육교 양편에 치장된 조형물들이 인도를 가로 막고 있어 시민들이 차도로 나와
육교를 비켜 가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음.
○ 주요 요충지에 위치한 노후되고 삭막한 교량과 주변 주민으로부터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문제 등
민원이 많은 육교에 대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철골조형물의 철거와 함께
경관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음.
<우정신세계 육교 개선>

사업전

사업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01 ~ '11. 12
○ 대 상 : 노후된 도심 육교 및 교량 경관개선
○ 사 업 비 : 179백만원(국비 90, 도비 63, 시비 26)
□ 그간 추진상황
○ 201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시행
○ 노후 교량 경관개선 완료 : 6개소
- 추천대교, 서곡교, 싸전다리, 아중천 인도교, 우정신세계 육교, 용머리 육교
□ 추진성과 및 의미
○ 노후교량 경관개선 및 교통 위험지역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
○ 저소득층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및 사업의 직접시행에 따른 최소 예산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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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후 유개승강장 경관개선
○ 1990년대부터 설치한 컬러박스형 유개승강장은 A-Type, A1-Type, B-Type, C-Type으로
분류되어 각각 설치시기에 따라 색상 및 형태가 달라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었으며,
○ 각 승강장의 명칭과 버스내부에서 안내되는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전주를 처음 방문하는 외지인이나
외국인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색채 통합으로 차분하고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장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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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0. 10. ~ '10. 12.
○ 사업내용 : 유개승강장 도색 및 주변경관정비 사업
○ 사 업 비 : 150백만원(시비)
○ 사업대상 : 전주시 전역 칼라박스형 유개승강장
□ 그간 추진상황
○ 노후 유개승강장 경관개선 완료 : 388개소

사업전

사업후

□ 추진성과 및 의미
○ 노후된 유개승강장을 전주의 표준색을 적용하여 경관 개선
○ 주요도로변 및 시민 왕래가 많은 장소의 도로시설물 개선으로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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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주시 친환경 탄소밸리산업지구 환경디자인 개발
○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한『2010 디자인기술개발산업 신규지원』
에서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분야에
전주시가 선정되어 175백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음.
○ 전주산업단지는 전주의 관문인 IC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7년부터 각각 전주 제1산업단지와
제2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로 현재의 건물과 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 산업단지로 변모 필요성이 요구됨.
○ 낙후된 전주지방산단의 재정비를 통한 도시형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나 대내외적 경쟁력 확보와 함께
체계적인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전주 산업단지 경관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
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팔복동과 여의동 지역의 전주산업단지
○ 사업내용
- 전주산단 재생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시설물 개발
- 단지 진입경관 환경개선 및 색채계획, 사인체계 정립
○ 사 업 비 : 224백만원 (국 155, 시 69)
○ 사업기간 : 2010. 10. ~ 2011. 9.
□ 그간 추진사항
○ 지식경제부 디자인기술개발사업 평가과제 선정
○ 전주시·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 착수보고
○ 경관위원회 자문
○ 중간보고
○ 사업완료

484

: '10. 6.
: '10. 11. 29
: '10. 12. 23
: '11. 3. 2
: '11. 3. 17
: '11. 9. 28

제 1 절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전주

□ 추진성과 및 의미
○ 전주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방향 설정과 함께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매력적이고 품격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브랜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시설물 개발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친환경 산업단지 모델을 제시하고 단지이미지의 개선 및 디자인 표준화 시스템 구축으로 탄소밸리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통한 탄소산업 메카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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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통지주 등 공공시설물 도색
○ 주요 도로변의 노후화되고 광고물 부착으로 지저분한 교통지주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불법벽보 방지
도료를 사용한 통합표준색상으로 도색함으로써 도시경관 개선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사업전

사업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0. 03. ~ '10. 12.
○ 사업위치 : 전주시 24개 도로변(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 업 비 : 493백만원(국비 247, 도비 173, 시비 73)
○ 주요내용 : 교통지주, 담장 및 옹벽 등 공공시설물
□ 그간 추진상황
○ 교통지주 도색사업 : 지주 4,171개
○ 담장 및 옹벽 도색사업 : 12개소
○ 간이터미널 도색사업 : 5개소
□ 추진성과 및 의미
○ 노후 공공시설물을 전주시의 표준색상을 적용해 일관성 있는 도시경관 형성
○ 교통지주 표준색상이 도시를 따뜻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주요인으로 타 자치단체의 표준모델로 보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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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아트펜스 설치
○ 동네마다 방치되고 있는 공한지는 불법쓰레기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도로변의 노후되고 방치된
공간들은 왕래하는 시민들에게 불쾌한 도시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음.
○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주변의 작은 공간들을 찾아 디자인을 접목하여 관 주도의 공공디자인
사업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면서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1 석 3 조의 생산적인 희망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9. 06. ~ '11. 12.
○ 사업내용 : 시내전역 아트펜스설치 및 주변경관 정비사업
○ 사 업 비 : 2,809백만원(국비 1,405, 도비 983, 시비 421)
□ 그간 추진상황
○ 2009 ~ 2011 희망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시행
○ 아트펜스(방부목) 설치 완료 : 42개소 10,000m

사업전

사업후

□ 추진성과 및 의미
○ 2009년 희망근로사업 중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
○ 경관개선과 일자리창출 선도모델로서 벤치마킹 방문 쇄도
○ 방치된 짜투리 도심공간을 토지주들의 협조를 받아 아트펜스를 설치하여 도시를 아름답게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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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 지정 벽보판 시설개선
○ 당초 시 지정 벽보판은 시민들에게 게시물 부착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불법 지류벽보 근절과 시민들에게
시정 홍보를 통하여 알권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영화포스터를 부착하기 위하여 관내 202개소에 설치
하였으나, 인터넷 발달로 인한 홍보 다변화와 특정 업종 홍보판으로 전락되는 등 벽보판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훼손상태가 심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기존 벽보판을 철거하고 가로의 특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도심공공시설 주변이나 다중집합장소 등에 새롭게 디자인한 신형벽보판을 설치함으로써 올바른 광고
문화를 선도하는 공공게시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차 : `08. 10. ~
‘08. 12. / 2차 : `09. 08. ~ `09. 11. (희망근로사업)
○ 사업내용 : 노후된 시 지정 벽보판 철거 및 신규 설치
○ 사 업 비 : 298백만원(국비 79, 도비 7, 시비 212)
□ 그간 추진상황
○ 구형 벽보판(210개소 214개) 철거 및 개선된 벽보판(100개소 100개) 설치
□ 추진성과 및 의미
○ 난립된 벽보판을 정비하고 개선된 디자인의 벽보판 설치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 및 벽보판의 활용도를
높여 불법 벽보 광고물 근절
○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불량공공광고판 시설 개선사업은 예산 절감효과는 물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희망근로상품권 이용에 따른 영세상인 및 재래시장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행정안전부가 주최한‘국제공공디자인 대상 2009’
에서 공공사인물 표준디자인부문(토지주택공사사장상)
최우수상을 수상
○ '11. 11. 1일부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면서 벽보판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광고주들의 호응도가 높아졌으며, 벽보판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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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시설개선
○ 낡고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에 대하여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상판을
교체하고 지주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도료를 사용한 시 지정색으로 도색하는 등 도시경관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일환으로 불량공공광고판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또한 상업용 현수막게시대와 구분하여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용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 시 지정 공공게시시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전환되면서 현수막게시대 빈자리에
공공디자인이 가미된 공공용 상단광고판을 설치하여 게시대의 시설환경과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하였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 2013.
○ 사업내용 : 외관이 노후된 현수막게시대 상판교체 및 지주도색
○ 사 업 비 : 234백만원(국비 144, 도비 19, 시비 71)
□ 그간 추진상황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자체예산사업으로 단계별 시행
- 시 BI를 적용한 새로운 디자인의 상판교체 및 지주도색
※ 현수막게시대 150개, 개선완료 95개, 미개선 55개
- 빈 상단광고에 홍보용 공공광고판 설치
(아트폴리스, 맑은물공급사업, 민원콜센터 등)
○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시설개선
○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및 상단광고판 설치

사업전

□ 추진성과 및 의미
사업후
○ 게시대 외관 개선으로 광고주들의 만족도 향상 및
불법광고물 저감에 기여
○ '11. 11. 1일부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면서 게시대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광고주들의 호응도가 높아졌으며, 게시대 상단광고면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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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함 시설개선
○ 주요 도로변에 낡고 훼손된 한옥형 교통신호제어기함이 도시경관을 해치고 산만하여 시 지정색으로
도색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도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음.

사업전

사업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2. 03 ~ '12. 07
○위

치 : 6개도로 주요교차로

○ 사업내용 : 노후된 한옥형 교통신호제어기함 리모델링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그간 추진상황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함 개선 : 97개소
- 기린대로24, 백제대로23, 전북대주변17, 팔달로16, 충경로8, 온고을로9

□ 추진성과 및 의미
○ 도로변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경관개선을 통해 형태와 색채를 통합하고 새로운 전주 이미지를
형성하여 전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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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안행로 옹벽 개선
○ 정혜사 어귀에 있는 안행로 옹벽 벽면이 퇴색되고 어두워 도시경관을 해치고 야간 보행 시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으나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고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산뜻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하였음.

사업전

사업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2. 11 ~ '13. 02
○위

치 : 안행로 98 ~ 108 (정혜사 어귀)

○ 사업규모 : 길이 100m, 높이 1 ~ 7m
○ 사업내용 : 가로변 화분 및 옹벽 컬러박스 설치, 덩굴식재(담쟁이, 맥문동) LED슬로건, 경관조명 설치 등
○ 사 업 비 : 45백만원(시비)
□ 그간 추진상황
○ 가로변 화단 조성 및 옹벽 컬러박스 제작설치
- 가로변 화단(100m), 옹벽 컬러박스 제작설치(55개소)
○ LED 슬로건 설치(2개소), 경관조명 설치(12개소)
□ 추진성과 및 의미
○ 노후되고 삭막한 콘크리트 옹벽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산뜻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개선
○ 지역주민 스스로 화단 및 꽃 식재 등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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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목길 경관개선
(가) 전주부성 내 골목길(다올길) 디자인 프로젝트
○ 2011년 행정안전부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 전주부성내 골목길 디자인 프로젝트가 선정
(전국 시군구 10개)되어 특별교부세 4억원을 지원받았음.
○ 전주부성 내 구도심의 모세혈관 같은 좁은 골목길을 연결하여 역사·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훔쳐보고 싶은, 걷고 싶은, 사진 찍고 싶은 골목”
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골목 내 자그마한 상권까지
활력을 되찾아 구도심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 또한,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한옥마을에서 끝나지 않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전주부성으로
자연스러운 유입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전주부성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 문화자원을 조사·발굴,
정리하여 이를 하나의 도면으로 표시한 문화생태지도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음.

492

제 1 절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전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2. 03. ~ '12. 11.
○ 사업내용 : 고사동 영화의 거리, 청소년의 거리등을 연결하는 골목길 바닥·벽면개선을 통한 보행네트
워크 구성
○ 사 업 비 : 800백만원(특교세 400, 도비 120, 시비 280)
□ 그간 추진상황
○ 골목길 노후바닥 정비 : 8개구간, 1,050m, 2,760㎡
○ 벽면 개선 및 벽화 조성 : 8개소, 470㎡
○ 포켓파크 및 소규모쉼터 조성, 경관조명 설치 등
○ 전주부성 내 문화생태지도 제작 및 상가 간판정비(17개 업소)
□ 추진성과 및 의미
○ 주민협의체 구성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35개 가구)
○ 영화의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업소 리모델링 및 업종변경 (78개소)에 기여하여 구도심 상가 활성화
○ 행정기관에서 하드웨어 기반조성을 지원해주고 이와 함께 상인회(민간)에서 영업마케팅 노력 등
민관협력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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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동 자만마을 벽화사업
○ 2012년 행정안전부“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공모에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한옥마을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오목대, 이목대 등
문화재가 있는 도심 속의 달동네 자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
○ 마을 골목길 주택 40여채 담장에 따뜻하고 생동감 있게 꽃을 테마로 동화, 풍경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반영한 갤러리 벽화를 조성하여 삶과 추억이 깃든 골목길로 재생하고
○ 주민들에게 활력있는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한옥마을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2. 8. ~ '12. 11.
○ 사업내용 : 완산구 교동 자만마을 벽화조성
○ 사 업 비 : 126백만원(국비63 , 도비 12 , 시비 51)
□ 그간 추진상황
○ 오목대 육교 및 노후 영세마을 담장 벽화 조성 : 50개소
○ 안내표지판 : 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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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인 한옥마을 녹색 둘레길(도란도란 시나브로길)사업 일환
으로 추진
○ 영세하고 노인분들이 다수 거주하는 노후된 산동네에 벽화사업을 통해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의 마을
조성
○ 한옥마을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루트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① 타지자체 및 단체 벤치마킹 방문사례

산청군청 직원 방문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방문

② 한옥마을 연계한 관광객들의 연이은 방문

젊은 관광객들의 사진 찍기 좋은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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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서학동 산성마을 벽화사업
○ 2011년 행정안전부“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공모에 한옥마을 녹색둘레길조성사업이 선정되었음.
○ 한옥마을 녹색둘레길 조성사업은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산성천을 거쳐 남고산성, 원당천을 이어 다시
한옥마을로 연계되는 역사체험 둘레길로서 한옥마을 주변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한옥마을과 연계
하여 새로운 관광루트로 개발하고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획했음.
○ 산성천 주변 산성마을은 충경사, 남고사, 남고산성 및 관성묘 등 남고산 주변 문화재 탐방과 등산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거쳐 가는 마을로서, 노후되고 낙서로 얼룩진 담장에 마을과 남고산성 등 이야기를
소재로 예술적인 벽화를 그려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감성적인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추진하였음.

사업전

사업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08. ~ '11. 12.
○ 사업위치 : 동서학동 산성마을 일원 (산성천 우안 1.1㎞)
○ 사업규모 : 벽화조성 41개소
○ 사 업 비 : 110백만원(국비 55, 시비 55)
□ 그간 추진상황
○ 노후담장 벽화 개선 완료 : 41개소 2,534㎡
□ 추진성과 및 의미
○ 2011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옥마을 녹색둘레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산성마을 환경개선 추진
○ 행정안전부의 주거지 재생을 통한 둘레길 조성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방문 쇄도
○ 노후주거지를 주변 환경과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소박하고 진솔한 동네모습을 담은 새로운 관광루트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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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벽화조성

다양한 주제의 벽화로 깔끔해진 마을모습

② 한옥마을 ~ 산성천 ~ 남고산성 관광루트

젊은 관광객들의 사진 찍기 좋은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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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얼굴 없는 천사의 길 조성
○ 2000년부터 매년 연말이 되면 노송동 주민센터를 찾아 돼지저금통과 현금을 남몰래 놓고 사라지는
‘얼굴없는 천사’
의 뜻을 기리며 기부 및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2. 03. ~ '12. 07.(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장소 :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 천사의 길 주변
○ 소요예산 : 143백만원(국비 72, 도비 50, 시비 21)
□ 그간 추진상황
○ 노후 골목길 환경정비 및 보행 네트워크 연결
- 간판 및 건물 파사드 개선 : 8개소,

- 인도개설 : 30m

- 아트펜스 설치 : 3개소,

- 보행자 안내판 : 16개소

○ 담장 벽화조성 : 32개소
○ 천사의 길 포토존 설치 : 조형물(1개소), 조명(1개소)
□ 추진성과 및 의미
○ 한옥마을과 연계한 아트디자인 거리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루트 개발
○ 골목길 생활공간 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
○ 얼굴없는 천사 뜻을 기리며, 기부 및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천사의 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천사상징물 포토존에서 천사의 날개를 직접 달아볼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천사의 길을 걸으며
기부와 나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 제공

498

제 1 절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전주

(마) 노송동 천사마을 벽화사업
○ 2000년부터 매년 연말이 되면 노송동 주민센터를 찾아 돼지저금통과 현금을 남몰래 놓고 사라지는
‘얼굴없는 천사’
의 뜻을 기리며 기부 및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들과 지역의 미술 전공자들이 재능기부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추진하였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2. 07. ~ '12. 10.
○ 사업위치 :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한옥마을 리베라호텔 맞은편 골목길 주변)
○ 사 업 비 : 9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노후 환경정비 및 보행 네트워크 연결
□ 그간 추진상황
○ 노후 골목길 환경정비 및 보행 네트워크 연결
- 아트펜스 설치 : 3개소(200m), 보행자 안내판 : 16개소
○ 간판 및 건물 파사드 개선 : 3개소, 벤치 설치 : 2개소
○ 벽면 갤러리 : 노후 건물 및 담장 벽화조성(40개소)

사업전

사업후

□ 추진성과 및 의미
○ 한옥마을에만 편중된 관광수요를 새로운 관광루트 개발을 통해 한옥마을과 연계한 인근 지역까지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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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시재생
제 1 절 대한민국 대표 도시재생 선도도시
1. 4+1 도시재생,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 창출
가. 4+1권역 도심재생 프로젝트
○ 시가지 외곽지역 개발을 통한 도시성장으로 도심부 쇠퇴현상 심화
- 신시가지 등 도시의 외형적 개발위주의 성장으로 도심부는 인구감소, 경제활동 저하, 기반시설
노후 등의 쇠퇴현상이 발생 됨
- 더불어 도심부 공공기관의 외곽으로 이전은 주변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불러일으킴
○ 도시 균형발전과 도시 활력을 위한 도시발전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
- 민선 4기부터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매력적인 도시공간 재창조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을 도시발전 패러다임으로 도입
- 전주가 가지고 있는 지역자산을 기반으로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선도적으로 도시재생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추진체계 구축
-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10대 프로젝트별 자체추진 TF팀을 구성하고 권역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도시재생 정책개발 및 프로젝트 자문 등을 위하여 전문가 중심의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과 협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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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권역 설정
- 도심을 전주부성과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남부도심 권역과 북부도심 권역으로 나누고, 이들 2개
권역을 연결하는 팔달로와 백제로 2개의 간선도로를 연계 축으로 하는 공간적범위 설정과 노후산업
단지를 포함한 4+1권역 설정

○ 권역별 목표와 10대 프로젝트 설정
- 권역별 특성을 살린 목표설정과 10대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중점사업 등 추진방향을 제시
권역별

남부도심권역
북부도심권역
팔달로권역
(Traditionl Core) (Business Core) (Residence Core)

백제로권역
(Health Core)

산업단지권역
(Industry Core)

목 표 활기찬 도심창조 새로운 거점 창조 21C 주거문화 창조 녹색·건강문화 창조 도시발전 거점창조

10대
프로
젝트

○ 노송천과 함께
하는 문화재생
○ 역사문화 도심
재생
○ 천년전주 혈맥
잇기

○ 컨벤션 주변
복합개발
○ 덕진공원 일대
문화거점 조성

○ 노후주거지
재생

○ 공공기관
이전지 재생
○ 단독주택지
재생 시범사업
○ 전주역세권
재생

○ 도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 도시재생 테스트
○ 전라감영 복원
○ 종합경기장 이전
베드
○ 단독주택
○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재생사업
/전시·컨벤션
천사마을
가꾸기
해피하우스
사업
재생
중 점 ○ 재래시장 및 상가
센터 건립
사업
○ 승마장 주변부지 ○ 첨단산업밸리
활성화
사업
○ 덕진공원 전통정 - U-천사마을조성
활용 도서관
조성
○ 한옥마을 연계
원화
○ 특화거리 조성
건립
○ 친환경단지 조성
도심 활성화
- 영화의거리 등

사업비

817억원

900억원

154억원

100억원

1,3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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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①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
○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 있는도시발전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부 활성화 종합대책」
을 2009. 1. 19일 발표
-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담고 있으며, 중점추진사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줌
○ 노후산업단지를 포함한 4+1권역과 10대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2009.4월 도시재생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09년도에 40회의 프로젝트별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② 선택과 집중의 사업 추진
○ 가시적 성과 및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우선·중기·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비 확보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사업 추진
○ 지방도시 도시재생 협력체계 구축과 정부 지원 건의를 위한 지방도시도시재생 실무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보공유와 공조체계 구축
③ 도시재생 전담부서 설치와 체계적 추진
○ 2010. 7월 국 단위의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체계적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2012. 1월 도시재생과 신설
○ 국토교통부 R&D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있는 권역별 거점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음
□ 추진성과 및 의미
○ 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
- 한옥마을과 연계한 특화거리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노송천 생태하천 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해피
하우스사업, 덕진광장 바람의 언덕 조성 등 권역별 우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주거지 정주환경 개선과 쇠퇴상권 활성화의 성과를 거둠
○ 도시재생 선도도시 평가 거양
- 2010 국토교통부 R&D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유치
- 2011 국토교통부 도시대상 도시재생 분야 특별상 수상
- 2012 도시재생 국제대회 개최
- 2013 대통령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시 한옥마을이 성공사례로 발표
- 전국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도시재생 사례 견학지로 각광
○ 도시재생의 추진체계와 추진전략 모델 제시
- 부서간 연계와 민·관협력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체계와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살린 권역별
도시재생 추진전략 수립은 정부 및 전국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방향 설정의 모델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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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 도시재생 특별법에 근거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하여 국비
등 재원확보를 통한 체계적 추진
○ 국토교통부 지정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대응
-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거점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안정적 국비 지원하에 추진하여 전국적 도시
재생의 모델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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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운영
○ 국토부 R&D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로 선정됨에 따라 수복형 도시재생 추진 필요
-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국토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창출함으로써 향후 전국적인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 대두
-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는 그간 연구되어온 도시재생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수복형 도시재생의 모델을 만들어 감

□ 사업개요
○ 도시쇠퇴 유형별 재생 연구를 통해 도출된 도시재생 유형별 기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험적용
사례연구가 진행중이며,
○ 노송동 노후주거지구의 자력수복형 도시재생 모델 창출과 쇠퇴상가지구의 문화적 재생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성과 도출을 위하여 유형별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기법 개발 및 적용연구와 연계하여 전주시는 국비 및
자체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시행함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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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10월 국토교통부의 테스트베드 유치기관 공모사업에 2010년11월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년 12월 테스트베드 유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 2011년 3월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 4월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도시재생 R&D사업 연구활동이 본격 시작됨
○ 2011년 10월 4일 얼굴없는 천사를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천사(1004)
축제를 시작하여 매년 지역주민 화합 한마당 잔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2011~2012년, 2회)
○ 2011년 11월부터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분야별 현황 파악 및 재생전략 마련을 위해 연구가
진행중이며 2013년 4월까지 가시적인 테스트베드 운영 성과를 도출할 계획임
□ 추진성과 및 의미
○ 노송동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시범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나대지에 새로운 주민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자력수복형 도시재생의 중심 기능을 담당할 도시재생거점센터가 건립될 예정임
○ 또한, 마을공동체 형성 및 경제적 재생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다양한 지역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주민참여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마을사업 육성, 마을공동체 육성, 좋은 마을학교 운영, 안전돌봄학교 운영, 마을기업학교 운영,
집수리 정비육성사업 주민공방육성사업, 도시농부육성사업 등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테스트베드 사업지구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후 노후주거지구 및 쇠퇴상가지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활력기반 조성 추진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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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사마을 가꾸기
○ 노후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정책적인 노력과 성과 도출
- 대상지는 전주시 노후쇠퇴권역 중 일부로 수복형 도시재생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음
○ 도시재생 TB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수복형 도시재생의 성공모델 창출
-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자력 재생의 기반 구축 및 지역의
자산인
‘얼굴없는 천사’
를 활용한 천사테마마을 조성으로 주민자력재생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노송동 노후주거지구에 도시재생을 전략적으로 기획·추진하는 중심 조직체계 구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견인할 싱크탱크 역할 수행은 물론, 경제적·주민생활·환경적 재생지원 기능을 가진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 커뮤니티 가로정비,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 부지 3,772㎡, 연면적 4,700㎡(지하 1층, 지상 3층)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3개년)
○ 사 업 비 : 140억원(국비 70, 시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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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11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천사마을 가꾸기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1년 12월 지방
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 2012년 10월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노송동의 얼굴없는 기부천사의 날개를 형상화한 상징적
이미지를 도출한 작품을 정하고
○ 201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3년 하반기 공사 착공예정
□ 추진성과 및 의미
○ 노송동 노후주거지 시범사업지구에 커뮤니티 가로환경 정비, 주민참여형 지역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
거점센터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및 정주환경 개선에 가시적 성과도출로
점차 지역주민의 의식변화가 인지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도시재생거점센터가 건립되면 지역주민의 경제적·주민생활·환경적 재생지원의 핵심기능을 견인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과 운영방안 마련을 추진
- 2013년 하반가 공사 착공하여 2015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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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U-천사마을 시범도시 구축
○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의 유비쿼터스 도시 창조
- 2012년 유비쿼터스 도시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국가
공모가 추진됨에 따라 전주시는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와 연계한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친화형
U-City 주거지재생 모델 창출을 위해 참여
- 2012년 5월 국토부 U-시범도시 공모사업에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U-천사마을이 시범도시로
선정되고 도시재생형 U-City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첨단 IT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융합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안심 보안등

u-놀이터

u-더블어보드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도시재생형 U-city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첨단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융합하여
천사마을 사업지역 주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대상지역 : 노송동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노후주거지구
- 사업내용 : 통합관제센터 구축, U-안심보안등, CCTVU-안심버튼 설치, 놀이터, U-더블어보드 설치
- 사업기간 : 2012. 7 ~ 2013. 9월
- 사 업 비 : 14억원 (국비 7억, 시비 7억)

508

제 1 절 대한민국 대표 도시재생 선도도시

□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5월 국토교통부 U-시범도시 공모사업에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U-천사마을이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2012년 6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U-시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1월 사업에 착수하여 시행하고 있음
□ 추진성과 및 의미
○ 첨단 IT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융ㆍ복합하여 도시운영 관리의 효율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비쿼터스 시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노후주거지의 도시안전망 확보에 기여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2013년 9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와 연계한 그린인프라 구축을 통해 구도심의 주민친
화형 사회안전 U-city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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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단독주택 해피하우스 사업 확대
○ 시민 실생활에 걸맞는 맞춤형 신 주거복지 정책 필요
-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양호한 단독주택 보존을 위하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식
주거서비스를 지원하고 단독주택 쇠퇴로 인한 부정적 순환구조에서 탈피 필요
- 2009년 국토부 시범사업을 시점으로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전국 최초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주거지 재생의 성공적 모델 창출

□ 사업개요
○ 주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처럼 점검·보수하고 와해된 마을공동체를 복원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임
-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누전·누수, 동파, 배관막힘 등 긴급 하자 보수
·양변기·세면기 부속 교체, 전기콘센트, 차단기 등 29개 항목 수리
- 에너지 효율개선 서비스
·벽체 단열, 창호 교체 등 공동구매 및 공동시공 사업 지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지원
- 주거복지 서비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터 가꾸기, 골목길 담장 도색
·위생(방역) 서비스 지원,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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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해피하우스는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0년 2월 인후2동에서 첫발을
내딛었으며
○ 2011년 7월 일반가구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전주시주거복지지원조례」
를 제정하게 되었고
○ 2012년 9월 노송센터와 완산센터를 추가로 개소함으로써 7개동으로 해피하우스 서비스지역을 확대
운영하고 있음
○ 아울러 골목길 정비, 주민쉼터 설치, 천사의 거리 환경정비 등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개선 희망사업
추진으로 마을 공동체 형성과 정주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
□ 추진성과 및 의미
○ 200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해피하우스사업이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노후주거지 주거
환경 개선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 2012년 국비 지원 중단으로 사업의 중단위기를 맞았으나, 민선5기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전국 지방
자치단체 중 최소로 전주시 자체사업으로 4년에 걸쳐 사업비 22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26,000여
세대가 해피하우스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음
○ 전주시는 단독주택의 성능 개선과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해피하우스사업 추진으로 노후주거지 재생의
새로운 모델 제시로 마을재생의 선도적 지역으로 자리매김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노후주거지 쇠퇴의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하여 주택관리 컨설팅기능 강화 및 주민공동체 주도의 마을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 도시재생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포함한 도시재생법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공감대 확산을 통한 노후주거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거지 재생 모델 창출
○ 노송·완산 해피하우스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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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유지보수 서비스

간단한 부품 교체

긴급하자 보수

집수리 안내지도

집수리 교육

해바라기 식재

노후옹벽 환경정비

골목길 담장 정비

○ 주민참여활동

골목길 담장 도색

○ 주거환경개선

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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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으로 미래세대에 중추 역할 부여
- 도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수립과정에 대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적 역할을 가능하게 하고
- 도시재생사업에 참여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습득함으로서 도시발전의 리더역할 수행
기대
○ 시민, 대학생, 전문가 대상 도시재생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
- 도시기능이 침체된 기존 상가지역과 노후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및 대학생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선정하여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 전국 공모로 전주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 추진으로 타 지자체의 모델화

□ 사업개요
○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2011~2013년)
- 시민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도시재생 이해도 향상과 관심도 제고로 미래 도시재생의 추진동력으로
양성 도모
○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2012~2013년)
- 시민과 전문가 등에게 시정 참여기회 제공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시재생에 접목함으로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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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운영(3개년 147명)
- 2011년 42명, 2012년 55명, 2013년 50명
- 도시탐방, 도시재생 워크숍, 소셜미디어(Social-media) 활용한 홍보활동, 아이디어 및 정책 제언 등
(15회), 활동집 발간(2회)
- 서포터즈 현장체험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
·그린카펫(Green-Carpet), 폐역의 문화공간 창출 등 2건 공모전 수상
○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2012년)
- 아이디어 공모 접수 : 10개대학 23건 접수
- 우수작 시상 : 16건(우수작 4, 장려작 12)
- 2012 우수작품집 발간 및 배부(150부)
□ 추진성과 및 의미
○ 도시재생의 동반자로서 선도자로서 전주의 멋과 매력 재창조를 위한 도시탐방 프로젝트 참여로 미래의
추진동력으로 성장 기대
- 도시재생의 정확한 이해와 참여를 통한 민간홍보대사 역할 수행
○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모델 창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시민 누구나 도시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등 시정 참여를 통해 관심 유발 및 자긍심 고취
(10개 대학 응모, 서포터즈 2건 응모)
□ 향후 추진계획
○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리더 양성이 필수적이며
○ 도시재생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과 도시재생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지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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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마을가꾸기 도시재생 프로젝트
○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도시재생 추진동력의 전환
- 주민교육을 통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심층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주민의 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마을 핵심리더 및 일꾼을 발굴·양성하여 인적자원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마을재생 추진동력 확보
- 현장 중심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실행력 제고로 주민이 주인되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만들기의 국내외 우수사례와 전주시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역사와
문화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전주시 특성에 맞는 새로운 시민참여 도시재생사업 전개

□ 사업개요
○ 특화된 마을재생 전문 코디네이터 및 마을리더 교육과정을 운영,전문가 양성을 통해 마을만들기 추진
동력 확보
- 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양성
·마을재생 코디네이터 양성 30명
·마을리더 양성 60명
·마을재생학교 운영 10개동
○ 마을재생 특화사업 시행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 15개동의 특화마을 조성
□ 그간 추진사항
○ 마을재생 코디네이터 양성 30명
○ 마을리더 양성 30명
○ 마을재생학교 운영 10개동
○ 특화마을조성 5개동
○ 마을가꾸기 사업장 93개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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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1개 마을 1명 마을리더와 코디네이터 양성으로 마을재생의 핵심역할 수행을 유도하고 있으나,
○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미성숙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현장중심의 참여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반기
마을리더 양성과정 운영 추진
- 1개 마을 1명이상 마을만들기 핵심리더 육성 및 활동 유도
○ 주민참여형 마을재생 사업의 발굴 추진으로 특화마을 조성
- 마을재생학교 운영 결과에 따라 주민이 공감하고 스스로 참여하여 마을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을
공모·선정 후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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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천년전주 혈맥잇기 사업
○ 전통문화 중심의 도심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자원 연계 필요
-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강화하고, 도심 및 그 주변에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복원·활용 및 공간정비·연계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
- 특히 도심과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공원 및 주변지역은 전주의 주거문화 형성의 근간이 되어 왔고,
주변지역 거주자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역사적인 자원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공원보호를 위한
공적규제 등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며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상기할 수 있도록 인접지역간
커뮤니티 연계·강화 필요

□ 사업개요
○ 천년전주 혈맥잇기 사업은 정체성 회복과 구도심 활성화을 위해 용머리, 이모대와 오목대, 예수병원
인근 등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추진
- 혈맥잇기 주요사업은 오목대·이목대(150억)을 연결하는지하차도 공사와 용머리능선을 잇는 2개사
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사업기간 : 2010 ~ 2020년
- 사 업 비 : 240억원
·오목대 ~ 이목대간 지하차도(620m)공사(주차장, 생태터널 조성)
·용머리 능선(90억원) 연결공사는 소공원조성, 생태터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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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천년전주 혈맥잇기 사업을 시작하여 완산공원 인근에 소공원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였고
○ 2011년 4월 혈맥잇기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용머리 능선잇기 사업은 완산공원과 연계하여
주변상가 및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됨
○ 2013. 4월 완산공원 인근 소공원 조성 완료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천년전주 혈맥잇기 타당성조사 결과 이목대 ~ 오목대간 지하차도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단, 용머리 능선 잇기사업은 완산공원과 연계한 지역상가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어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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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백제로(6지구) 공공기관 이전지 재생
○ 도심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공동화 현상 심화
- 도시가 성장·발전하면서 도심 입지 공공기관의 외곽지역으로 이전,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공동화
현상 심화로 지역 상권 쇠퇴
○ 이전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고 주민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정책요구
- 이전부지의 적절한 활용방안 마련으로 백제로 주변 지역 재생 및 이전부지 활용과 연계하여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주거지 정주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백제로(6지구)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 사업기간 : 2010 ~ 2020년
○ 사 업 비 : 100억원 (국비 30억원, 시비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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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공공기관현황
기관명
완주군청
주택공사
전북체신청

소재지
인후동2가
1561-1
인후동2가
1557-3
인후동2가
1534

한국농어촌공사

인후동2가

전북지역본부

1558-1

토지공사

인후동2가
1557-4

규모
토지 14,286.8㎡
건물 8동/8,433㎡

이전기관 자체계획
매각

토지 2,181.6㎡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건물 1동/1,763㎡

모자보건센터 매입 별관 활용

토지 6,286.7㎡

동전주우체국

건물 1동/6,582㎡

현청사 존치

토지 2,330.2㎡

서신동 전주지사가

건물 1동/2,509㎡

리모델링 후 이전 활용

토지 2,491㎡
건물 1동/2,508㎡

매각

이전일
2012. 6
2011.12
2009.12
2011.11
2011.12

□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1월『백제로 공공기관 이전지 활용구상 연구용역』
에 공공기관 이전적지 도입기능 및 도입시설,
백제로 주변 노후주거지주거환경개선 및 주변지역과 연계 활성화 방안을 반영 추진
○ 2010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
□ 추진성과 및 의미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적지의 적절한 활용 유도로 백제로 권역의 시설 활용도를 높여
지역 활성화를 통한 공동화 예방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공공기관 이전 시설의 공공성 유지 및 이전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산하기관 대체 이전 적극 유도
○ 매각이 불가피한 이전기관의 경우 인구유입 촉진시설 입주를 위한 행정적 지원
○ 향후 백제로 및 6지구 등 도심권의 시 산하 공공시설 건립 및 입주 필요시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전기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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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노후산단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
○ 민선5기
‘아름답고 활력있는 도심재생 실현’
공약 중 젊음이 넘치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필요
○ 전주 제1산업단지는 1969년에 조성되어 그동안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도 휴비스와 전주페이퍼 등 129개 업체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조성된 지 40년이 넘도록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탓에 공장시설의 노후화 및 기반시설의 미비로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노후된 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을 재정비하여 부족한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을 확보하고 전략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아름답고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창조

□ 배경 및 사업개요
○ 노후한 산업단지와 주변공업지역의 재생을 통하여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의 구심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팔복동 제1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에 2014년부터 총사업비 1,100억원(국비 50%, 시비 50%)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및 확장
11개 노선(5.7㎞), 공원 6개소(46,914㎡), 주차장 7개소(24,997㎡), 녹지 4개소(18,620㎡) 등을
조성할 계획임.
□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국토해양부(現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노후산단 재생사업 우선사업지구 공모에 선정되어,
2010년 노후산단 재생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통하여 2012년 6월에 일반공업지역 일부를 포함한
제1산업단지(1,808천㎡)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새정부 국정과제(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선정 및 국정과제 실천계획에도 반영됨으로써 국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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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본격적인 재생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8일 용역수행자 선정을 마치고 4월 25일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과 업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임
○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노후한 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줌은 물론, 생산주체인 사업주, 근로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생산기능의 재생적 역할에 친환경성을 모두 갖춘 미래지향적 산업단지로
재창조시키는 사업임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기업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게 되면 매출액과 고용인력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교통 분산 효과와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주민 및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노후한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점진적으로 재편되고 입주기업의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친환경 탄소산업과
함께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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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주거환경 개선
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 국토교통부 주관 광역특별회계 공모사업 추진
- 국교부의 2단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에 대한 사업공모 및 선정
결과를 통하여 대상지 16개 구역에 대한 국비 432억을 확보함으로써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한 정비여건을 마련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 및 도시 내 균형발전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도시재생 및 구도심 활성화
- 2006년 민선 4기를 새로이 맞이하면서 적극적인 시정방침에 따라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
하고 구도심의 활성화 및 특화거리를 지정 지원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4+1권역 공약사업을 추진함.
- 전주시를 4+1권역(총괄권역, 남부도심권역, 팔달로권역, 북부도심권역, 백제로권역, 산업단지권역)
으로 나누어 영화의거리, 노송천 복원 및 명품화 사업 등의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총 19개 권역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중 총괄권역내 전주시 전역에 걸쳐 분포된 낙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6개 구역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타도시에 앞서 도시재생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노력 중임.

□ 사업개요
○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도시내 균형발전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대
상 : 16개 구역(98.5ha)
- 총사업비 : 86,679백만원
구분

계

'06~09년까지

'10년

'11년

'12년

'13년

계

86,679

22,213

10,032

15,134

22,472

16,828

국비

43,268

11,102

5,016

7,500

11,236

8,414

시비

43,411

11,111

5,016

7,634

11,236

8,414

비고

- 사업기간 : 2006 ~ 2013(8개년)
- 사업내용 : 도로 88개 노선(14,341m), 주차장 22개소(12,134㎡), 공원 21개소(16,141㎡), 녹지 1개소
(59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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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15개 구역) : 2008. 6~2011. 11
○ 구역별 보상 및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 추진 : 2008. 6. ~
- 공사 완료 : 가락, 우아, 여의, 붓내구역 정비완료 및 도로46개 노선 L=7,089m 개설, 주차장 9개소,
공원 8개소 조성 완료
- 용지보상 및 공사 추진 : 산성구역 외 11개 구역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 수립 고시 : 2010. 3. 18.
※ 거점개발(공동주택) LH공사 참여여부 미정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비기반시설 우선 추진
□ 추진성과 및 의미
<추진성과>
○ 정비계획 수립 : 16개 구역
-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참여주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공감대를 형성한 정비
계획 수립
○ 정비기반시설 확충 : 도로 47개 노선(L=7,308m) 완공
-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도로 88개 노선(14,341m) 중 47개 노선(L=7,308m) 개설
·주차장 22개소(12,134㎡) 중 9개소(3,702㎡) 완료
·공원 21개소(16,141㎡) 중 8개소(3,066㎡) 완료
○ 용지보상 및 공사 추진 : 가락구역 외 11개 구역 지속 추진
- 노후·불량주택 철거 및 기반시설 설치로 정주여건 및 도시미관 증진 개선
<추진의미>
○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내 소방도로 개설로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고 골목길
정비로 안전한 야간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및 공원 조성을 통한 쾌적한 주거생활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 주거공간의 안전성 확보, 재해예방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와 동시에 기반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능의 효율화 도모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추진계획>
○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보상 및 공사 등 사업 마무리 : 2013. 12
<발전방향>
○ 기반시설정비와 더불어 연계사업(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담장 벽화 등) 추진으로 자력복구 능력이
없는 저소득가구의 열악한 노후·불량주택개량을 추진하여 정비구역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양극화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삶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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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진

소로2-895호선 도로 개설 전

소로2-895호선 도로 개설 완료

소로3-1132호선 도로 개설 전

소로3-1132호선 도로 개설 완료

주차장 조성 전

주차장 조성 완료

어린이공원 조성 전

어린이공원 조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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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개별법으로 추진중 2003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일원
화 추진
- 법에 따라 인구 50만이상 도시는 2010년 목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명문화
- 주민요구에 따라 주택재개발·재건축예정구역을 지정하여 2006년도에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사업경기 악화로 답보상태에 있고 추진위원회조차도 구성하지 못하는
구역이 다수 발생하여 집단민원 등 재산권 문제 대두
- 추진위원회 미구성 예정구역에 대한 주민동의를 받아 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주민권리 및 재산권 보호
-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사실상 와해된 예정구역(1개소)의 추진위원회를 주민동의를 받아 해산

□ 사업개요
○ 정비예정구역 : 34개소(재개발 19, 재건축 10, 사업유형 유보 4, 도시환경 1)
○ 추진위원회 구성 : 23개구역(재개발 16, 재건축 6, 도시환경 1)
○ 사업추진 : 23개구역 ⇒(미추진 11개 예정구역 : 추진위미구성)
□ 그간 추진사항
○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승인 및 인가처리 : 2006. 7 ~ 현재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6개구역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 : 3개구역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 10개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 2개구역
- 주택재건축사업 착공 : 1개구역
○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해산(1개구역) : 2012. 6.12
○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해제(10개구역) : 2012. 7. 2
□ 추진성과 및 의미
○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고 사업이 진행중인 정비구역은 행정에서 각종 민원(인·허가 승인업무)
신청시 적극 도와주고 민원기간의 단축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기본계획 수립시 예정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민 요구로 지정된 구역중 추진위원회 조차도 구성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예정구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 동의를 받아
10개구역을 해제하여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단독주택 지역의 유지관리 대안 모색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이후에도 추진이 미진한 예정구역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사를 개진하고 법정 비율
이상 주민동의시 예정구역을 해제하여 무분별한 주택재개발사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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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개별법으로 추진중 2003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일원
화 추진
- 법에 따라 인구 50만이상 도시는 2010년 목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명문화
- 도정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기본계획 수립토록 명문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기 도래 및 그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운영방향
재검토 대두
- 주택재개발예정구역중 추진사항이 없고 주민 호응도가 낮은 구역은 예정구역 해제절차 진행 및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주민요구 단지는 지정 검토
○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검토 추진
- 13개 후보 예정구역중 2개구역 확정 및 잔여 11개소는 연차적으로 추진 예정

□ 사업개요
○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개량·정비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기본계획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현 실태에 맞게 2020년 목표 기본계획 수립
○ 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 52개 구역
(주택재개발 19, 재건축 10, 사업유형 유보 4, 도시환경 1, 주거환경개선 18)
○ 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 및 재건축지정 요구 아파트 포함 지정
○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그간 추진사항
○ 2020년 목표 기본계획수립 용역과제 심의: 2012. 11. 13
○ 설계서 및 과업지서서 작성 및 일상감사 실시 : 2013. 1. ~ 3.
○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 : 2013. 4. 30
○ 2020년 목표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착수 : 2013. 5. 16
□ 추진성과 및 의미
○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해제한 10개구역중 일부 구역을 3단계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
시행하거나 도시가스지원 사업 등 도심속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및 불량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마을조성으로 서민주거안정 도모
○ 기본계획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 및 우후죽순처럼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예정구역의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안정성 있게 사업을 시행토록하여 아파트 과다 분양 및 사업성 결여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도모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기존 아파트단지 다수의 지역주민이 재건축 지정을 요구하는 단지는 검토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기존 재개발 예정구역은 해제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집단민원을
해결하여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안정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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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1. 모악산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
○ 모악산 도립공원의 탐방로를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모악산도립공원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자연생태계 및 경관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공모사업으로 추진
하였음.

□ 사업개요
○ 모악산 도립공원의 탐방로를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공원내 생태계를 보존하고 이용객들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 '09년부터 '13년까지 총 27억원을 들여 탐방로 9개 노선 17㎞외 편익시설을 정비
□ 그간 추진사항
○ '09년에“모악산 도립공원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 설계”
를 완료하고
○ '09년부터 12년까지 27억원을 들여 탐방로 9개노선 17㎞에 대하여 계단 5,807단, 배수로 46m, 출입
금지 휀스 56경간, 목교 6개소, 쉼터 1개소, 화장실 1개소, 이정표 및 안내판 32EA 정비, 야생화
6,800㎡ 식재 등 탐방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음
□ 추진성과 및 의미
○ 모악산 도립공원의 탐방로를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모악산 도립공원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자연생태계 및 경관 보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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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모악산 도립공원의 탐방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익은 물론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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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마로 가득한 어린이공원 정비
○ 2007. 1. 18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을 지역별 특색 및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정비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놀이시설에 흥미유발로 어린이가 찾아주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기
위하여
○ '09년부터 '14년까지 총 42억원을 들여 85개 어린이놀이터를『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 적합하고
테마가 있는 놀이시설로 정비
□ 그간 추진사항
○ '09. 7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용역 결과에 의하여 철거 및 보수대상으로 판정된 85개 놀이터에
대하여
○ '09년부터 '13년까지 29.5억원을 들여 60개소를 테마가 있고 안전한 어린이놀이터로 정비 완료
('09년 13개소 10억원, '10년 9개소 2억원, '11년 20개소 10억원, '12년 13개소 5억원, '13년 5개소
2.5억원)하였음
□ 추진성과 및 의미
○ 테마가 있으며 안전한 놀이터 정비로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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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을 정비하면서 테마도 부여한 공간으로
재창출(미정비: 2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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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주IC주변 종합가족 휴양공원 조성사업
○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전주 서북부권의 부족한 가족휴양공원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
생활권공원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월드컵경기장과 수목원ㆍ교통공원 등과
연계하여 나들목가족공원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469-11번지 일원(총화의 탑) 나들목가족공원 부지(56,941㎡)에 월드컵경기장,
수목원 및 교통공원 과 연계한 시민휴양 공간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1,473백만원을 투입하여 종합가족 휴양공원으로 조성
□ 그간 추진사항
○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 '09. 2. 6
○ 조경시설 내 수목 식재에는 총 수량 7,981그루 중
- 교목 259그루(느티 등 8종), 관목 7,722그루(옥향 등 9종)이며
○ 공원이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편익시설물은 51점이며 그 중 평의자 등 9종, 산책로 조성
1,400m, 도로개설 L=282m, 보도개설 L=125m 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였음.
□ 추진성과 및 의미
○ 전주 서북부권의 부족한 가족 휴양공원 확충 등으로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 생활권 공원으로 조성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나들목가족공원을 문화 공간 및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생활권 공원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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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건강치료공원 조성사업
○ 자연친화형 휴식공간 제공의 일환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치료공원 조성사업을 민선4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함
○ 공약사업에 대한 전문가토론회 결과 대상지를 완산생활체육공원에 조성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별도의 사업비 투자없이 시민건강치료공원 조성 목적을 달성하였음

□ 사업개요
○ 전주시는 관내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에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치료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 2007년부터 2012년까지(5개년) 총 사업비 1,500백만원을 투입하여 삼림욕 코스, 다목적 운동시설,
편익시설, 지압로 등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150대 공약사업에 대한 전문가토론회('07.6.12)결과 공약
명칭은 유지하되 대상지를 완산생활체육공원에 휴양 및 편의시설로 대체 변경 추진(지압로설치 등)
결정으로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2001~2008(8개년)/190억원)으로 완공 마무리하게 되었음.
또한, 별도의 사업비 투자 없이 기존의 체육공원에 건강·휴양기능 등의 시설 추가시공으로 시민건강
치료공원 조성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음
□ 그간 추진사항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완산생활체육공원 건강조깅 산책로 조성, 서부신시가지 서부제2호공원 조성,
선너머 시민건강 치료공원 조성, 전주I.C 가족 종합휴양 공원내 치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산책로
조성 2.5km, 지압로 1.5km, 인라인스케이트 L=700m, 운동시설8면, 운동기구 역기외 6종(14점)등을
조성하였음
□ 추진성과
○ 생활권에 조성되어 있는 도시공원에 특수목적형 시민건강치료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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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글테마공원 조성
○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의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함
○ 교동 국립무형유산원 앞 특색거리 조성사업의 일부로 한글테마공간을 조성하여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전주시 완산구 교동 국립무형유산원 앞 특색거리광장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2개년) 총사업비 200
백만원을 투입하여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지닌 한글테마공원으로 조성
□ 그간 추진사항
○ 국립무형유산원 앞 특색거리에 한글테마 공간을 조성하여 한글 조형의자5개, 자음블럭 설치 1식, 한글
테마 입석 5개소(훈민정음 서문, 훈민정음 용자례, 콩쥐팥쥐전, 윤음언해 전라감영 1974, 한글 나열표),
한글테마 동판 7개소(열녀춘향수절가(완산팔경), 용비어천가, 훈민정음 해례본, 용비어천가, 호남가,
심청전 등 전주 관련 완판본)를 설치하였음
□ 추진성과
○ 한글의 아름다운 시각적 이미지를 테마로 한 특색거리 조성을 통해 대학로 거리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전주천으로 인해 한옥마을과 분리되어 낙후된 동서학동을 제2의 한옥마을로 거듭나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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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주 마실길 조성사업
○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전국적인 걷기 열풍에 부흥하고
○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정착을 위해 가족단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안전한 길을 만들어
○ 우리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스토리가 있는 자연과 역사문화 자원 및 생태하천을 연계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였음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삼천3동 등 8개동 일원
○ 사 업 비 : 65백만원(천년전주 29, 모악산 21, 삼천 15)
○ 사업기간 : 2010. 6 ~ 2011. 12
○ 사업규모 : 3개 노선 35.9km(안내판 13개, 설명판 31개, 이정표 92개)
□ 그간 추진사항
○ 천년전주마실길 조성 완료(11.9km) ------------ 2010. 6. ~ 11.
- 서학파출소~좁은목약수터~남고사~삼경사~초록바위~완산칠봉~다가공원~완산교~남천교~
서학파출소
○ 모악산마실길 조성 완료(13.8km) -------------- 2010. 6. ~ 12.
- 추동마을~학전~완산체련공원~하봉~신금~원중인~독배~김제경계
○ 전주삼천마실길조성 완료(10.2km) ------------- 2011. 6. ~ 12.
- 전주역사박물관~완산고~능안마을~전주권광역소각센터~그린피아추모공원~구쑥고개길~신덕
~구덕~독배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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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걸어가면서 자연 문화 역사를 체험하는 보도여행 활성화에 기여
○ 이야기가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보도 관광객 유치에 일조
□ 향후 발전방향
○ 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자연과 문화 및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길을 소개하여 걷기
마니아 등 관광객 유치
○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경유하는 관광에서 정주관광지로 유도

모악산마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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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조성
○ 2011년 행정안전부의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이어 2012년에도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조성사업
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가 역사와 문화에 조금씩 동화되어가는 길”
이라는 의미의“도란도란
시나브로길”
은 전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인 한옥마을, 젊음과 낭만의 거리인 전주교육대 대학로,
세계무형문화유산의 거점공간인 국립무형유산원, 후백제에서 이어진 천년의 숨결을 안고 온 남고산성,
천주교 순례지 치명자산성지, 자연생태박물관, 삶과 추억이 깃든 도심 속 달동네인 자만마을 등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길 주변의 역사와 문화, 향토자원,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소통의
길임.
○ 시민들에게는 친환경 치유의 길을 제공하고 길 주변의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과 한옥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2. 06. ~ '13. 06.
○ 사업내용 : 녹색길 조성 L=17.8km, 방문자지원센터 시설 1개소
○ 사 업 비 : 2,700백만원 (국비 1,350, 도비120, 시비 1,230)
□ 그간 추진상황
○ 편의 및 휴게시설(파고라 5개소), 주차장(4면), 벽화 79개소(산성마을 36, 자만마을 43),
쉼터조성(640㎡), 안내판설치(45개소)
○ 방문객 지원시설(1동, 1층, 84㎡), 화장실 1개소, 파고라(2개소)
○ 기타시설: 황토길 조성(560m), 목계단 설치 400단(연장 100m) 수목식재(남천 외 8종 10,000본)
□ 추진성과 및 의미
○ 행정안전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2011년, 201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
○ 한옥마을, 전주교대, 산성천(산성마을), 남고산성, 치명자산성지, 자만마을로 이어져 전주 역사문화자원
체험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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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 1976년 385만㎡ 규모의 유원지로 도시시설계획 결정된 아중저수지(몽리면적 188ha/저수량 1,269
천톤)는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2005년 유원지 용도가 폐지되면서
아중저수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음.
○ 기린봉 뒷자락에 소담스렇게 자리한 아중저수지는 인후동, 우아동 주민들의 휴식처로서 사랑을 받아
왔으며, 여름철 더위를 식히거나 낚시를 하면서 주변 음식점에서 생선탕 등을 즐겨 먹는 사람들이
자주 찾았던 지역이었으며,
○ 그와 반면 우울증, 신병비관 등을 이유로 오래 전부터 투신자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는 장소로 불명예를 안고 있어서
○ 기린봉 자락의 수려한 자연과 저수지의 푸른 물빛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사색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치유의 시간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닐면서 주위의 수려한 경관을 최대한 느끼면서 산책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전주의 명소로
재탄생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9. ~ '14.
○ 사업내용 : 수상 데크산책로, 수상파크, 경관광장, 생태데크 등
- 1차분(2009년) : 산책로 L=287m
- 2차분(2013년) : 수상파크 1개소, 산책로 67m, 경관조명1식
○ 사 업 비 : 6,500백만원(1차분 1,000, 2차분 1,000, 잔여분 4,500)
□ 그간 추진상황
○ 1차 구간 수상데크 산책로 및 경관조명 설치 L=287m
○ 2차구간 수상파크 1개소, 산책로 67m, 경관조명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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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수상파크 및 산책로 조성으로 여름철 야간에 찾는 시민 급증(일평균 2,000명) 및 관광객 유입 기여
○ 여름철, 아름드리 나무 아래 생태데크 등은 많은 시민들에게 피서 및 휴식공간 제공
○ 폐점 업소들이 리모델링(카페 등)을 통해 개점하여 주변 업소 증가(20%)

생태데크

수상산책로(1차 구간)

수상파크

수상산책로(2차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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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녹색주차마을 조성
○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으로 도로 기능을 보행자 중심의 공동생활체 공간(Community)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 지역내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차량이 점유한 골목길을
쾌적한 보행로로 만들어 주민에게 환원
○ 또한 생활도로(골목길)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마을 공동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한 주택에 조경시설을 지원하여 마을 경관(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담장허물기,
통행방법, 조경 등 마을 경관 설계시 주민의견 적극 반영시행

□ 사업개요
○ 주택 밀집 지역의 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마당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조경시설을 설치한 25
개소의 친환경 녹색주차장을 조성
□ 그간 추진사항
○ 2008년 1차 인후2동 녹색주차마을 조성
- 녹색주차장 : 15개소 설치
- 방범용 CCTV : 5개소 설치
- 사 업 비 : 431백만원
○ 2010년 2차 인후2동 녹색주차마을 조성
- 녹색주차장 : 10개소 설치
- 방범용 CCTV : 6개소 설치
- 사 업 비 : 220백만원
□ 추진성과 및 의미
○ 주차장이 없는 주택에 주차장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거여건을 개선함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주민참여형 주차장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주차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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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린·홈 오피스 사업
○ 민선5기 공약사업중“에너지 고효율 친환경 건물 확대보급”
과 관련하여 정부(국토부)의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 50%를 절약하는 그림홈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이며
에너지 비용이 감소하고 자원낭비가 줄며 생활의 쾌적함을 느낄수 있는 친환경사업으로 시민생활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친환경·녹색생활 실천에 주력하고자 지역사업으로 기획.
○ 정부(국토부)의『그린홈·오피스』
사업에 공모하여 2010년 7월 평화동 평화주공아파트가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발코니 및 복도 창호설치, 대기전력 차단 장치, 옥외 보안등 LED 전등 교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정부의 녹색뉴딜사업, 즉 지구 온난화 방지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난방비 절감 목적으로 정부가
시범단지를 선정 아파트 내에 태양열 온수기, 히트펌트, 이중창을 설치하고 전기사용 콘텐서, 코드,
전구를 에너지 절약형 용품으로 교체하여 공동주택 단지를 에너지 고효율·친환경 건물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업
□ 그간 추진사항
○ 그린홈 국토부 시범지구로 평화 주공아파트 1,650세대를 선정하여 사업비 2,450백만원을 투입 에너지
고효율·친환경 자재로 전면 교체 완료
□ 추진성과 및 의미
○ 단지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열기구와 개별세대 전열기구 및 전구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면 교체하여
전기료가 절감되고 복도 와 베란다에 이중창을 설치하여 겨울 난방 열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난방비가 절감됨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그린홈·오피스 정부지원사업 국교부 추진시 적극 대응하여 친환경 건축물의 확대 보급계획으로 향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고효율·친환경 에너지 건물 보급이 확대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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