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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의 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큰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급속한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던 도시정책에서 시민체감의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정책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정책의 핵심은 도시재생이며 그 선두에 전주시가 서 있습니다.   

일찍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자산에 창의적 노력을 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전주 한옥마을은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전주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는 전국 지자체에 도시재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주시가 지금까지 도시재생을 추진하여온 과정을 담았습니다.

도시 가치 재창조를 위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 추진의 큰 그림을 그리며 출발하였습니다.

주민이 주인 되어 함께 가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의 강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한옥마을과 전주 테스트베드의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이렇게 쌓여온 경험 하나 하나가 전주를 도시재생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주민과 행정이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도시재생의 길에 

전주시의 앞선 경험이 이정표가 되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주를 이해하고 

도시재생의 희망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2014년 2월   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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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근대도시의 형성과 도시확장 과정

⊙ 성곽도시 전주, 근대도시로 변화해 가다

조선시대 전주는 현재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를 관할하던 전라감영이 위치한 성곽도시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도시였다. 전북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주부지도는 전주성을 비롯한 31개 면을 4폭의 화면에 그린 

지도로 이 지도에는 성(城)의 표시와 성문, 관아의 배치, 향교, 서원, 수목 등을 표시해 놓았고, 성밖은 

산천의 지형을 그린 후 각 면의 이름을 써 붙여 놓았다. 귀퉁이에는 전주부의 사방거리와 이웃 군현으로

부터의 거리를 표시해 놓았으며, 부내 4면의 가구수 3,783호, 부외 각 면의 가구수 12,215호 등 총 31개 

면의 15,998호를 기록해 두었다.(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19세기 조선말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전주부지도는 중세 성곽도시 전주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주부성 내부지역은 전라감영 등 정치·행정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성 밖 지역에 많은 촌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도 동문과 서문, 그리고 남문 밖에서는 장시가 

열려 경제활동도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세의 모습을 보이던 전주는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 많은 외국 상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1905년 

을사늑약을 계기로 일본인들이 대거 전주에 들어오면서 근대도시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주부성은 중세도시의 상징이다. 조선시대의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사회상이 도시공간에 투영된 것이 

전주부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라감영과 객사, 경기전 등의 시설은 조선시대 전주의 위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주부성은 1907년 군산항으로의 양곡수송을 위해 전군가도(全郡街道)가 개설되면서 서쪽 성곽이 

철거되었고, 이후 1911년 성곽 동반부가 남문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됨으로써 자취가 사라졌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는 일본인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가지가 정비되었다. 1934년까지 3차에 걸친 

시구개정사업을 통해 시가지 도로를 격자형으로 정비하고, 성 내부 지역에 일본식 건물을 신축하면서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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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활발해 졌다. 초기 일본인들은 현재의 웨딩거리를 중심으로 상권을 형성해 갔으나, 이후 성 내부 

전 지역으로 활동의 범위를 넓혀 갔다. 도시의 모습은 일본풍 시가지로 변해갔고, 전주는 근대도시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 도시계획, 전주의 성장을 촉발하다

한국의 도시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근대도시로 변화되었다. 일제는 1934년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

법인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만들었다. 전주는 1938년 30년 장기계획인 전주 시가지계획령을 통해 1960년대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당시 인구는 약 4만 명) 가로계획과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후 광복과 

전쟁을 거치면서 실제 계획적인 도시개발은 미진하였으며, 60년대 들어 이촌향도와 출생률 증가에 따라 전주

시의 도시인구가 20만에 육박하였으나,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시행되지 못하면서 무질서한 확장만 이루어 졌다. 

국가차원에서는 국가 근대화와 공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도시성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무질서한 도시팽창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62년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주는 1966년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 1993년 인구 55만 명을 목표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전주의 상황은 전북

대학교가 현 위치로 이전해 오고, 1963년 제44회 전국체전 개최를 계기로 확장된 팔달로로 인해 도시개발

의 축이 남북으로 형성되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전주부성의 북측 지역에 도시개발이 본격화 되었다.

1966년 도시재정비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방지 및 산업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업

지역의 면적산정과 위치선정을 통해 팔복동에 전주공단을 지정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택지개발을 위해 팔

달로 주변의 진북동, 금암동, 태평동 지역에 소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1지구~4지구)을 추진하게 되었다.  

 ◎ 전주부지도 (全州府地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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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70년 도시계획재정비, 1984년 도시기본계획수립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증가하는 인구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택지를 공급하였다. 

최근까지 추진된 전주시 도시정비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13개 지구), 택지개발사업(12개 지구), 주택지

조성사업(5개 지구) 등 총 30개 지구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중 1980년 이전에 시행된 사업이 7개 

지구, 1980년~1990년의 기간 중에 시행된 사업이 9개 지구, 1990년~2000년의 기간 중에 시행된 사업이 

11개 지구, 2000년 이후에 시행된 사업이 3개 지구다.

최근 전주시는 인구증가 추세가 주춤해지면서 안정적인 도시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전주시의 도시 구조는 외연적 확산과 공간구조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35사단 이전지 에코타운, 전북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4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는 새로운 신시가지 개발에 대한 수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 전주시가지계획평면도

▲ 전주 대정정거리 『금란부』(1912) 

출처 : 전주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출처 : 202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2013

◎ 전주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과정 ◎ 

60~70년대 80~90년대 200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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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 전주 연대별 도시개발 현황도

▒ 공원지구
▒ 기성시가지
▒ 택지개발지

▒ 공원지구
▒ 기성시가지
▒ 택지개발지

▒ 공원지구
▒ 기성시가지
▒ 택지개발지

▒ 공원지구
▒ 기성시가지
▒ 택지개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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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도시개발사업 총괄(1960년 ~2008년) ◎

사업명 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천㎡) 시행자 도시계획 결정 공사기간

토지
구획
정리
사업
·

도시
개발
사업

1 1 지 구 진북, 금암동 219 전주시 1961 62. 1 ~ 64. 12

2 2 지 구 진북, 태평동 251 전주시 1965 65. 11 ~ 67. 7

3 4 지 구 금암, 덕진, 진북동 957 전주시 1967 68. 7 ~ 71. 11

4 3 지 구 진북동 157 조 합 1967 68. 7 ~ 71. 12

5 6 지 구 금암, 인후, 우아동 1,205 전주시 1976 77. 8 ~ 83. 11

6 안골지구 인후, 우아동 280 전주시 1985 86. 8 ~ 90. 1

7 화산1지구 중화산, 효자동 531 전주시 1988 90. 4 ~ 96. 11

8 화산2지구 중화산, 효자동 236 전주시 1992 93. 5 ~ 96. 6

9 안행지구 삼천, 효자동 265 전주시 1992 93. 8 ~ 97. 7

10 평화지구 평화동 1, 2가 413 전주시 1994 94. 12 ~ 98. 1

11 아중지구 우아, 인후, 산정, 중노송 2,043 전주시 1985 93. 10 ~ 99. 6

12 송천지구 송천동 1, 2가 262 전주시 2001 01. 7 ~ 05. 12

13 서부신시가지 효자동 2, 3가 2,536 전주시 2002 02. 7 ~ 08. 6

소 계 13개 지구 9,355 　 　 　

택지
개발
사업

1 효자지구 효자동 551 토 공 1981 83. 3 ~ 84. 12

2 화산지구 중화산동 570 토 공 1984 86. 12 ~ 88. 12

3 삼천지구 삼천, 평화동 715 토 공 1986 88. 12 ~ 91. 10

4 효자2지구 효자동 120 전북도 1989 90. 12 ~ 92. 6

5 서신지구 서신동 572 토 공 1990 94. 12 ~ 97. 12

6 서신2지구 서신동 809 전북도 1991 92. 2 ~ 94. 10

7 서곡지구 효자, 팔복동 574 토 공 1991 94. 12 ~ 97. 12

8 삼천2지구 삼천, 효자동 160 전주시 1993 94. 10 ~ 97. 6

9 평화3지구 평화동 314 주 공 1996 97. 3 ~ 02. 4

10 하가지구 덕진동 2가 408 토 공 1996 04. 4 ~ 08. 12

11 효자4지구 효자동 2가 371 주택공사 1999 02. 6 ~ 07. 12

12 효자5지구 효자동 2가 502 주택공사 2002 04. 9 ~ 10. 12

소 계 12개 지구 5,666 　 　 　

주택지
조성
사업

1 호반지구 덕진동 122 전주시 1974 74. 12 ~ 75. 12

2 동전주지구 우아동 648 토 공 1979 80. 10 ~ 82. 3

3 평화지구 평화동 28 전주시 1983 83. 9 ~ 84. 6

4 조촌지구 조촌동 11 전주시 1987 87. 2 ~ 87. 11

5 화산지구 중화산, 서신동 321 전주시 1997 95. 6 ~ 98. 12

소 계 5개 지구 1,130 　 　 　

총 계 30개 지구 16,151 　 　 　

※ 기준년도는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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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연대별 도시개발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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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도시확장에 따른 구시가지 쇠퇴 양상

⊙ 1990년대 중반부터 구시가지 쇠퇴 현상이 나타나다

근대 도시화 이후 증가하는 인구에 대응해 기존 시가지 외곽지역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반면, 기존 시가지는 도시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상태로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 되어 갔고, 외곽지역 신시

가지로 인구와 사업체 등이 이전해 가기 시작했다. 결국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구시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지가하락 등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2001 ~ 2010년까지 10년간 전주시 행정동별 인구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33개 행정동 중 21개 동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동 기간에 전주시의 인구가 3.1%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효자4동 등 최근 신시가지 개발이 시행된 지역에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인구감소 동은 감소폭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구조 면에서도 구시가지 지역일수록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지역은 평화1동을 제외하고 모두 구시가지 지역이며, 10년간 약 2배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별로 저소득층 분야별 인구 비율을 조사한 후 상위 10위 동 현황을 분석 정리한 결과 평화1동, 

완산동, 풍남동, 서서학동(이하 5개 분야 해당), 인후2동, 조촌동(이하 4개 분야 해당) 등에 저소득층이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평화1동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구시가지 지역에 저소득층이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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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노인인구 비율 추이 ◎

구 분 2001 2005 2010 

노인인구(명) 41,007 49,232 77,613 

전주시인구(명) 622,283 621,749 641,525 

노인인구비율(%) 6.6 7.9 12.1 

◎ 저소득층별 상위 10위 동 현황 ◎                                  (단위 : %)

기초수급자 비율 차상위계층 비율 한부모가정 비율 장애인 비율 기초노령연금수급 비율

평화1동 17.0 평화1동 4.3 평화1동 2.3 평화1동 13.2 완산동 14.0 

완산동 9.1 서서학동 4.2 삼천2동 2.0 동서학동 10.4 풍남동 13.3 

풍남동 7.6 완산동 4.0 삼천1동 1.8 중앙동 9.2 노송동 12.4 

서서학동 6.6 풍남동 3.6 풍남동 1.4 노송동 9.2 평화1동 11.7 

인후2동 6.3 동서학동 3.1 효자2동 1.4 조촌동 8.5 동서학동 11.7 

중앙동 6.3 삼천2동 3.0 서서학동 1.3 서서학동 8.2 서서학동 10.6 

노송동 6.2 인후2동 3.0 완산동 1.3 완산동 8.0 인후2동 9.9 

우아1동 6.0 삼천1동 2.8 인후2동 1.3 풍남동 7.6 중앙동 9.9 

팔복동 5.6 효자2동 2.8 우아1동 1.2 팔복동 7.2 조촌동 9.8 

조촌동 5.6 우아1동 2.6 조촌동 1.1 평화2동 7.1 팔복동 9.7 

◎ 동별인구증가율(2001년/2010년) ◎ ◎ 2010년 동별 노인인구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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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1년과 2009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동별 사업체수 변화는 구시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13개 동에서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동 기간에 전주시 전체 사업체수는 10% 증가하여 인구 증가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 수 감소 동은 13개 동으로 전체적으로 18.7% 감소하였고, 사업체 수 

증가 동은 42.8% 증가하였다. 인구가 감소하는 동은 사업체 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일부 동에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증가 현황과 마찬가지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체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가지 

확산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즉, 인구 증가에 따른 사업체 증가로 외곽의 신시가지 지역은 활력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구시가지 지역은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이며, 향후에도 시가지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시가지는 인구 감소 및 사업체 감소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

-20.0

-40.0

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증감율(%)

덕
진
동

금
암   

동
1

완
산
동

중
앙
동

노
송
동

풍
남
동

금
암   

동

우
아   

동

인
후   

동

효
자   

동

서
서
학
동

진
북
동

중
화
산   

동

삼
천   

동

동
서
학
동

효
자   

동

인
후   

동

삼
천   

동

효
자   

동

평
화   

동

팔
복
동

호
성
동

조
촌
동

동
산
동

우
아   

동

서
신
동

송
천   

동

송
천   

동

삼
천   

동

중
화
산   

동

인
후   

동

평
화   

동

효
자   

동
2 2 2 2 23 3 32 2

2
41 1 11 1 1

1

◎ 동별 사업체 수 증감율(2001년/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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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별 사업체 증감 현황(1997년과 2007년 비교)

동별 인구 증감 현황(1997년과 2007년 비교) ▶

◀ 동별 지가 증감 현황(1997년과 2007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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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시가지 쇠퇴문제가 지속되다

2010년을 기준으로 구시가지 쇠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에도 혁신도시, 효천지구, 

법조타운, 에코타운 등 외곽지역의 신시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구시

가지의 노후·쇠퇴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96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정비된 태평동, 

진북동 지역은 대부분 재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1980년대 조성된 삼천·효자지구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공실 증가, 저소득층 밀집 등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구시가지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물리적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전주시의 정비사업은 

총 44개소로 주택재개발 25, 재건축 10, 사업유형유보 8, 도시환경정비 1개소가 지정되어 있지만, 정비

예정구역의 사업 추진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2012년 재개발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지구해제가 

추진되었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준의 정비사업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은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관계로 지역 환경은 더더욱 노후화 되고 있다. 특히, 

재정비지구 밀집지역의 경우 공가의 발생과 방치,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의 슬럼화 

경향도 발생될 소지가 높다. 

◎ 주요시가지 개발사업 개요 ◎

구  분 지구명 계획(인구 / 세대수) 면적(㎢) 사업기간

1 에코시티 (호성, 송천, 전미동) 30,000 / 12,658 1.99 13.07월 ~ 16.12월

2 혁신도시 (장동, 만성, 상림, 중동) 20,038 / 8,454 9.91 07.12월 ~ 12.12월

3 만성지구 (덕진구 만성동) 16,788 / 5,596 1.43 08.12월 ~ 15.12월

4 효천지구 (효자2가, 삼천2가) 12,273 / 4,091 0.67 05.12월~ 1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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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

⊙ 전주의 전통문화자원이 도시재생의 길을 열다

전주시는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본향이라는 역사성을 가진 도시이다. 조선시대까지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전라도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전주부성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흔적이 

사라졌지만 1900년대 초까지 중세도시의 면모를 이어 왔으며,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도심이 형성되고 

전주와 인근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도시화와 시가지 확장을 거치

면서 도심지역의 쇠퇴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구도심 공동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92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전주는 구도심 상업지역 인근에 한옥 700여 채가 

보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한옥마을 정비를 통한 지역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할 즈음 2002년 월드컵 개최 도시로 전주가 포함됨에 따라 월드컵에 대비하여 전주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결국 한옥마을 정비사업과 구도심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월드컵 개최 직전에 한옥마을 태조로와 구도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한옥마을과 

구도심 지역에 여러 정비사업이 시행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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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초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도입되다

월드컵을 계기로 촉발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구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공영주차장, 광장 

등을 정비하고, 2003년에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법이 2000년에 제정되면서 구도심지역 전통시장 정비사업도 본격화 되었다. 주거지 

재생과 관련해서는 전주시 차원의 자체적인 정비사업은 도입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1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영향으로 전주시도 노후주거지 18개 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제정으로 재개발·재건축지구 34곳이 2006년에 지정·고시되었다.

한편, 한옥마을 정비사업은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한옥마을 정비사업은 

도시재생 차원의 사업이라기보다는 한옥군락지 정비를 통해 전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높임과 동시에 

관광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었다.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적 도시재생(Culture-led-

Regeneration)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 부성, 감영, 경기전, 객사

1907~1915 부성 해체(풍남문 존치)

1980년 이후 시가지 확산,아파트화

도시공간구조 변화 도심 활성화

 2002년 월드컵개최 도심쇠퇴

한옥마을

전통문화도시
월드컵
경기장
(광역스포츠
컴플렉스)

컨벤션센터
(광      역
비지니스)

특화거리
(걷고싶은
 거리 등)

1930년 이후 형성
1977년 보존지구
1985년 미관지구
1995년 지구해제

1998년  한옥보존 필요성
2000년 지구단위계획

한국전통
문화전당

국립
무형
유산원

이전지 복원
(감영 복원)

◎ 전주시 도시재생 정책 도입의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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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은 1977년 한옥보존지구 지정 이후 동결적 보존정책을 이어왔으나, 1995년 이후 규제가 

해제되었다. 그러다 2000년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건축행위 규제와 함께 한옥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공공시설 정비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했다. 

한옥마을 정비사업이 시작된 이후 정부차원에서도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다. 당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정을 계기로 전주도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지정 받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펼친 결과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냈다. 전통문화도시 지정 이후 한옥마을 

정비뿐만 아니라 구도심 지역에 전통문화 관련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2000년대 초반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전주시가 주도한 한옥마을 정비사업과 구도심 상업지역 정비사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도입·

추진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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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거리

◎ 도시재생 관련 사업현황 ◎

구분 내용 세부내용

상가
활성화

도심상가

가로환경정비 걷고 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차이나 거리 등

공영주차장 오거리 공영주차장

광장 조성 오거리광장

가로시설 정비 청소년거리 시설물 개선

재래시장
하드웨어 아케이드, 간판, 주차장 등

소프트웨어 이벤트, 홍보, 경영혁신 등

지원제도 조례 제정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주거지 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 1,2단계 도로 개설, 주차장, 경로당, 놀이터 등

재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민간개발

도시
마케팅

한옥마을
도시한옥 정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원제도 도입

기반시설 정비 태조로, 은행로 등

전통문화도시
거점시설 확충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축제·이벤트 전주영화제, 한지축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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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걷고 싶은 거리

▲ 2002년 걷고 싶은 거리▲ 2001년 걷고 싶은 거리 구상도

▲ 2002년 한옥마을 공예품 전시관

▲ 2005년 걷고 싶은 거리(야경)▲ 2003년 한옥마을 경기전 앞 2층 한옥





도시재생의
출발

➊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

➋ 도시재생의 큰 그림 마련

➌ 시민동참 네트워크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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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

⊙ 지역 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하다

2009년 1월 도심부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본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중앙정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각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진행되면서,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추진 주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주시는 전통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2004년 ‘전통문화도시추진단’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 내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정책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지역 내·외의 각 

분야 전문가 34명으로 구성하여 2009년 3월 창립하였다. 

▲ 도시재생추진단 창립식 발표 자료



033

2. 도시재생의 출발

추진단은 당시 국토해양부의 도시재생 R&D를 담당하던 도시재생사업단의 단장을 역임한 임서환 박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건축·도시·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경제산업 등을 포괄하는 전문가 조직

으로 구성하여 전반적인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 도시재생추진단 활동 현황 ◎

구분 활동 내용

09.03.20 추진단 발족 및 워크숍 추진위원 34명

09.04.30 프로젝트별 도시닥터 지정 10개 중점 프로젝트 선정

09.05~09.10 권역별 자문회의 개최 약 30회(권역별 2~4회)

09.12.23 09년 도시재생 결산 워크숍 도시재생 결산 및 향후 방향 논의

10.02.24 10년 도시재생 추진전략 워크숍 10년 추진방향 및 자문의견 수렴

10.08.10 민선5기 도시재생 방향 워크숍 민선5기 도시재생 정책 방향

10.12.28 10년 도시재생 결산 워크숍 10년의 성과 및 향후 과제 논의

11.02.03 11년 도시재생 추진방향 워크숍 도시재생의 과제와 11년 추진방안

13.05.21 도시재생 정책방향 워크숍 도시재생 비전과 거점센터 운영방안

⊙ 추진단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시작하다

도시재생추진단이 발족된 이후 도시재생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행정과 전문가간 협력과 공조를 

통해 사업추진의 방향과 실행력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가 

시행(2009년 5월)되었고, 전주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4개의 사업이 선정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에도 매년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매년 1~2건의 사업이 

국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이외에도 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 동문/풍남문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사업, 해피하우스사업, 테스트베드사업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굵직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되는데 있어 

도시재생 추진단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도시재생추진단 발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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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전담부서가 조직되다.

전주시는 2000년 이후 특화거리 조성, 한옥마을 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부서별로 사업추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체계적·종합적인 도시재생 조직체계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에 공공디자인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추진의 전담부서로 아트폴리스과를 2008년 2월 신설

하였다. 이후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하여 2008년 7월 도시재생 T/F팀을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준비

하였으며, 2010년 7월 국 단위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2012년 1월에 도시재생을 전담하는 과 단위의 부

서를 신설하였다.

◎ 전주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현황(2013년 2월 현재) ◎

구분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비고

 주거지
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주거지 기반 정비 2006-2014 2단계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 얼굴 없는 천사 테마화 2012-2014 테스트베드 주거지구

중심
시가지
재생

영화의 거리 특성화사업 영화의 거리 가로경관 개선 2010-2011 완료

노송천 경관 정비사업 노송천 복원과 연계한 간판 개선 2009-2010 완료

중앙시장 골목길 정비사업 전통시장 골목길 테마화 2013-2014 테스트베드 상가지구

기초생활
기반 확충

농촌환경 정비사업 농촌마을 생활환경 개선 2005-2014 -

용머리 공원 잇기사업 용머리 상징 광장 및 숲 복원 2010-2011 완료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 경작로 개선 2007-2010 완료

지역역량
강화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 막걸리 문화컨텐츠 강화 2011-2013 창조지역사업

천년전주 온브랜드 사업 명품 공예품 개발 2012-2014 창조지역사업

동동동 마을재생 사업 주민주도 도시재생 활성화 2013-2015 창조지역사업

자료) 전주시 각 년도(2010~201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계획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도시재생사업단

도시재생과(4담당) 신도시사업과(3담당) 스포츠타운조성과(4담당)

도시재생기획담당

해피하우스담당

마을만들기담당

재생사업담당

택지개발담당

공공기관이전담당

에코시티담당

컨벤션기획담당

컨벤션유치담당

스포츠타운담당

스포츠시설관리담당

◎ 전주시 도시재생사업단 조직구성(3과 11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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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도시재생의 큰 그림 마련

⊙ 2008년 체계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의 움직임이 시작되다 

2000년대 초반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통해 한옥마을이 활성화되고, 구도심 특화거리(걷고 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일원의 활력이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신시가지 개발이 지속되면서 구시가지 쇠퇴지역이 

면적으로 확장되어 갔고, 특화거리 조성사업도 일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쇠퇴양상이 심화되었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정부차원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활성화에는 한계가 나타났다.

또한, 노후주거지의 34개소 재개발·재건축지구는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미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구시가지 쇠퇴문제가 점차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으며, 도시재생 R&D사업이 추진

되는 등 정부차원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전주시는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을 도입

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도시재생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행정 T/F팀을 구성하고 각 부서별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한 검토와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논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도심부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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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도심부활성화 종합대책으로 도시재생이 본격화 되다

도심부 활성화 종합대책은 구시가지를 공간적 특성에 따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정비 목표와 

전략, 그리고 세부 실행사업을 총괄하여 정리한 보고서이다. 이 자료에서는 4개 권역 40개 사업을 제시하

였으며, 10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코자 하였다. 도시재생 권역은 행정동별 쇠퇴지수(인구, 

지가, 사업체 등)를 활용하여 쇠퇴지역을 도출하고, 공간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

하였다.

전주시 도시재생 권역은 당초 4개 권역으로 출발하였으나,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노후산업단지 재생 시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전주시도 팔복동 노후산업단지를 도시재생 권역에 포함하여 4+1 권역으로 재편

하였다. 각 권역별 세부사업은 기존에 각 권역에서 부서별로 추진 중이던 사업을 망라하여 선별하였으며,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가하였다. 이로 인해 전주시의 거의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프로

젝트가 되었다.

◎ 도심부 활성화 종합대책의 비전/목표/전략 ◎

비 전 도심을 젊은 도시로 재창조

권역별
남부도심권역

(Traditional Core)
북부도심권역

(Business Core)
팔달로권역

(Residence Core)
백제로권역

(Health Core)

목 표 활기찬 도심 창조 새로운 거점 창조 21C 주거문화 창조 녹색·건강문화 창조

전 략

•전통문화 활동 강화
•개성있는 경관 연출
•상업·업무기능 강화
•건축문화 계승·발전

• 컨벤션 주변 비지니스  
거점 형성

•북부 문화벨트 조성
•쾌적한 경관 조성

•주거환경 정비사업 지원
•교육문화 기능 강화
•지역상권 활성화

•건강·의료 밸리 조성
•건강문화 거점 조성
•주변주거지 재생

추 진
방 향

•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연속성 유지

• 한옥마을 활성화 사업  
계승·발전

• 문화산업 및 문화예술 
인적 자원의 활동 지원

• 도시의 역사성을 부각 
시킬 수 있는 경관 형성

• 아트폴리스 시범사업 및  
아름다운 경관 연출

• 생태·환경 친화적 도심 
공간 조성

• 도심 고유의 기능인  
상업·업무기능 강화

• 재래시장 및 도심상가의  
활성화 유도

• 완산/서학동 지역의  
주거지 재생 추진

•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지원

• 컨벤션 건립에 따른 주
변지역 연계 개발 도모

• 백제로와 팔달로가 교차
하는 전주의 중심지로서 
업무·상업 중심지로  
정비 유도

• 가련산 및 덕진공원  
기능 강화

• 전주 Art-Hall 건립을  
통한 공연문화 거점  
시설 확충

• 광장 및 가로시설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경관 형성

•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  
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도교육청 이전지 및  
학교 시설 집적지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통하여 교육문화의  
질적향상 도모

• 상가 밀집지역의  
환경정비를 통한 활성화 
유도

• 공공기관 이전부지  
중심 건강·의료밸리  
조성

•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 지원

• 어린이 문예회관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위한 도시로 발전

• 백제로를 그린밸리로  
조성하여 도시이미지 
변화

• 백제로 주변 주거지를 
노인 친화형으로  
단계적 정비

• 전주역 광장 정비로  
시민 휴식공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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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권역 공간적 범위 ◎ 

구  분 대상지 특성 공간적 범위

남부도심권역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 및 주거 밀집지역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지역

북부도심권역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 및 주거 밀집지역
덕진동, 금암1·2동, 송천1·2동 지역

팔달로권역
싸전다리~종합경기장을 잇는  
주변 상업 및 주거 밀집지역 

중앙동, 풍남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진북동,  
금암1동, 금암2동 지역

백제로권역
백제교~전주역 사거리를 잇는  
주변 상업 및 주거 밀집지역

금암 1·2동, 인후1·2·3동, 우아1·2동 지역

산업단지권역 전주 제1·2 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팔복동 지역

▲ 「4+1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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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시민동참 네트워크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가 구성되다

2009년 도시재생추진단 발족 이후 지역 대학과 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 대학 관계자(주로 산학협력단 담당)와 전주시 담당부서간 워크숍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실행되지 못했고, 대안으로 지역 대학생을 모집

하여 도시재생 서포터즈로 운영하는 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서포터즈는 매년 자발적인 지원을 통해 모집하고 있으며, 도시탐방, 자원봉사 활동, 도시재생 이벤트 지원, 

지역조사 및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포터즈는 전공과 무관하게 지역 대학생이면 누구

나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주지역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회활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어 지역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며, 정해진 틀에 

따라 운영하기 보다는 참여 대학생들간의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 금암동 마을축제 공연 ▲ 도시탐방 ▲ 마산 창동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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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워크숍

▲ 중앙시장 봉사활동

▲ 서포터즈가 보는 전주 장단점▲ 마을도서관 작업

▲ 팀별 워크숍

▲ 해피하우스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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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기회가 만들어 지다

2011년 1기 대학생 서포터즈를 최초 모집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주시 도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전주에 살면서 전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1기 학생들은 전주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서포터즈에 온고을러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온고을러는 뉴욕의 뉴요커, 파리의 파리지앵처럼 전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사는 젊은 사람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디자인 전공 학생이 온고을러 로고를 만들어 활용하였다.

한편 2011년은 전주 도시재생 테스트베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이다. 당시 노후주거지구인 노송동 지역

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당시 서포터즈 학생들은 노송동에 방치된 빈 건물을 

도서관으로 만드는 작업을 돕고, 노송동 지역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2012년 2기 서포터즈는 1기에 비해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 부득이하게 면접을 통해 약 40여 명의 

학생이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였다. 2기 학생들은 1기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펼쳤다.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전주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주제별 팀을 구성해 팀별 활동을 펼쳐 나갔다. 각 팀

별로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팀웍을 다져 나가고,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도 진행하였다.

2013년 3기 서포터즈도 2기와 마찬가지로 주제별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멘토의 지도아래 자체적인 모임을 통해 도시재생의 개념화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도 하고, 마을만들기 

축제에 참여하여 주민들과 함께 마을재생을 견인하기도 하였다.

▲ 학생들이 만든 온고을러 로고 ▲ 서포터즈 티셔츠에 새겨진 온고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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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서포터즈 발대식

 전주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의 다짐

● 공원이나 시장 등에 많이 계시는 어르신 분들을 도와주는 일 by 김다정

● 가정이 힘들거나 몸이 불편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일도 의미있을 것 같다. by 조찬미

● 타 도시 탐방하기  by 고진우

● 전주시 맛집/명소/숨어있는 이색적인 것들을 소개하는 책자 같은 것을 서포터즈에서 만들어보고 싶다.  by 김다정

● 전주시를 위해 고생하시고 힘써주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by 김명덕

● 한복 입고 걷기운동  by 김서연

● 무엇이든 가능  by 문병운

●  전주시의 장점인 맛과 멋의 고장이라는 특별한 지역적 특성을 내세워 블로그나 SNS를 통해 전주를 널리 알리고 낙후된 전

주 지역은 보완해서 좀 더 아름다운 전주를 알리고 싶다.  by 박소라

● 낙후된 전주지역 보완하기  by 신준

● 선진 문화답사 및 탐방(도시재생, 관광, 건축 등 전주시 발전을 위한 테마로서)   by 박예슬

● 서포터즈 기자단으로서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은 제거해버리겠습니다.  by 안영우

● 교통 분산, 전주시의 균형발전, 관광산업과 연계  by 윤정호

● 서포터즈 구성이 대학생인 만큼 대학생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by 이우빈

●  도로상황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 - 인도와 도로의 부실문제의 지적, 사람의 통행조차 방해하는 불법주차구역의 지적 등   

조그만 하나하나의 상황부터 조사해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y 이정은

●  동 마다 특화거리 만들기(예를 들면, 벽화거리, 꽃거리같은거, 골목한군데라도.. 벽화는 동마다 다른 주제로 그리는 그런 방식

으로)  by 장은주

● 전주 도시 탐방 및 마을 재생관련 일  by 홍영은

● 전주의 숨은 재생환경을 가꾸고 싶습니다.  by 조수진

● 전주시를 홍보하고 싶습니다.  by 이은경

●  도시 텃밭 네트워킹, 화분이나 팻말 등 도시재생 서포터즈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를 정하고 우리 사는 전주의 버려진 땅이나 

공공용지에 씨앗을 틔우고 도시 텃밭 네트워킹을 해 홍보효과와 더불어 수확의 기쁨을 전주 시민과 나누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by 황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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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보람차고 값진 시간!!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1년

우석대학교 교육학과  심 지 혜

3월 25일! 봄 햇살이 눈부시던 그날, 전주시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었던 대학생 40여 명이 

만났다. 다른 학교, 다른 전공을 가진 우리들이 만난 첫날! 어색했지만 전주시를 대표하는 대학생

이라는 책임감과 함께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고, 멋있는 송하진 시장님과 사진도 찍고, 전주시 

도시재생 서포터즈 임명장을 받았다. 자리를 옮긴 뒤풀이에서 저희를 일년 내내 잘 이끌어 주신 

전주시 관계자분들과의 진솔한 대화는 일년간의 서포터즈 생활을 더욱 흥미롭게 해주었다. 만난 

첫날 어느새 우리는 각자의 흥미를 살려서 팀을 꾸리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4월 한 달간은 팀별로 만나서 각자의 팀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나누고 유대를 쌓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틈틈이 개인적으로 서포터즈 인터넷 카페에 살기 좋은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전주시의 

장단점과 대학생들의 눈으로 바라본 다양한 전주의 모습을 올리며, 서포터즈 워크숍을 준비하였다.

5월 워크숍은 자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던 전주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고 도시

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찰할 수 있었다. 바로 이어진 도시탐방은 오목대에서 시작하여 동고사가 있

는 산의 정상까지 등산하며 전주시의 경치를 한눈에 보고 전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

이었다. 그리고 PPGIS 프로그램을 참여한 서포터즈들은 여름날 땀방울로 전주시의 귀한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경험도 가졌다.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6월에는 문화공간 “싹”의 대표 채성태 선생님을 만나 도시재생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문화적, 질적인 재생이어야 한다는 강의도 들으며 도시재생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강의를 

듣기도 했다. 

서포터즈 참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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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노송동 천사마을을 행복하게 만드는 다양한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서포터즈 대원

들은 만났다. 하지만 이날은 작년 여름 중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만나고 노송동 탐방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그날 마을 할머니께서 끓여주신 맛있는 

라면 맛은 잊을 수가 없다. 9월과 10월은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로 지정된 노송동에서 무엇을 해야 

좋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천사마을 어린이들이 방과 후 그리고 휴일에 마음 놓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작은 마을도서관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10월 4일 노송동 천사마을 축제에 맞춰 개관

하기 위하여 서포터즈 각자의 재능을 살려 도서관 홍보 포스터 디자인과 제작, 도서관 리모델링과 

도서 수집, 책장과 의자 등 재활용 할 수 있는 가구 수집을 하였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10월 

4일 전국 최고로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의 손으로 마을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었다. 10개월간

의 서포터즈 활동 기간 중 가장 의미 있고 뜻 깊은 일을 해낸 것 같아 뿌듯했다. 서포터즈 초기의 

많은 계획들을 다 하지 못해서 아쉬움도 남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다양한 경험들은 전주시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2기들이 전주시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다져 놓았다고 생각한다. 

그냥 내가 사는 도시가 아니라 내일도 살고 싶어지는 전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0개월간의 서포

터즈 활동을 하며 이곳의 여러 모습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였다. 전주에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고 다니고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

와 열정이 깃든 전주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1기와 함께 비비며 보낸 시간은 보람차고 값진 추억이 

될 것 같다.

2. 도시재생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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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으로 상생하는 도시재생을 배우다.

전북대학교 독어교육학과  민 인 홍

전주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40여 명이 ‘전주를 사랑하고, 전주스럽게 사는 사람’이

라는 뜻의 「온고을러」 라는 이름으로 2011년 3월,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전문가분들과 대학생이 

모여 자유로운 활동과 소통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인 전주에 맛과 흥을 더 

하는 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온고을러가 함께 했던 활동을 몇 가지 언급하자면, 제일 처음 함께 했던 탐방인 ‘전주 옛문화 탐험’은 

지역의 전문가와 온고을러가 함께 한옥마을과 낙수정 지역을 돌면서 시민의 삶속에 조화를 이룬 

전주의 역사를 공부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오목대에서 시작해서 이목대, 자만동 골목길, 낙수정, 군경

묘지, 치명자산 성지, 옛 전라선 철길, 한벽당을 뚜벅뚜벅 걸으면서 동네 한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미 

많이 가본 곳이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에 많은 서포터즈가 놀라워했

습니다. 따사로운 봄날 떠난 뚜벅이 소풍 중에 전통혼례를 올리는 가족을 만나기도 했고, 치명자산에 

오르는 주민들에게 전주시에 바라는 점을 물어보기도 하면서 시민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했습니다. 

자유로운 소통을 했던 활동 중에서 ‘PPGIS(Public Participatory GIS)활동’을 꼽을 수 있는데요. 

PPGIS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자원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도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웹 기반 시민 참여형 지도제작 기술을 말합니다. 임완수 박사님의 워크숍 지도아래 전주의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지구인 노송동 및 중앙동 일대를 조사하고, 기존의 자료나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힘든 자료,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표들을 조사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어디인지, 무단으로 쓰레기가 버려진 곳은 어디인지, 가로등이 설치된 곳은 

어디인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등등 실질적인 우리 동네의 자료를 조사하여 시민들의 삶

속으로 녹아드는 도시재생 활동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洞)·동(同)·동(動) 마을재생학교’ 꼽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 동동동 프로젝트는  

서포터즈 참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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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남동, 덕진동, 노송동, 팔복동 등을 중심으로 마을재생 코디네이터 다섯 분과 도시재생 서포터즈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가꾸는 활동을 말합니다. 

온고을러는 얼굴 없는 천사로 유명한 노송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는데요. 서신동 재뜸마을의  

문화공간 싹 대표이신 채성태 선생님과 함께 천사마을을 가꾸고,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도서관을 

만들고, 텃밭을 가꾸기도 하였습니다. 마을 재생 학교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통으로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함께 상생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혼자서만은 살아 갈 수 없다는 것,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및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할 때 그 

지역의 문제를 정확하고 볼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뒤 되돌아보니 크고 작은 활동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다른 도시를 돌아

다니다 보면 겉모습에 치중하고, 으리으리한 모습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주는 전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역사가 삶속에 녹아내린 모습에 사람들이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사람들의 정이 녹아 있어서 더 애정이 생기는 것 같습

니다. 

처음 도시재생 서포터즈를 시작할 때는 낙후된 마을을 다시 만들거나 또는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커다란 모습만 상상했지만 도시재생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커다랗게 무언가를 재창조하고 다시 

쌓아올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서포터즈 활동이 1기로서 끝나는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해서, 지금은 대학생 모임이지만 나중에는 사회인 모임으로도 이어지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 도시재생 서포터즈 화이팅! 온고을러 화이팅!

2. 도시재생의 출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➊  도시대학

➋ 동(洞)·동(同)·동(動) 마을재생학교

➌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

➍ 마을재생 주민리더 양성 

➎ 도시재창조 시민포럼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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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도시대학

⊙ 주민이 도시와 마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다

지금까지 도시 또는 마을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주체는 대부분 행정이 중심이 되어 왔다. 주민은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 불만을 표현하는데 그치는 정도였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역문제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고, 또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도시나 마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행정이고, 확정된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야 주민 불만이나 

민원이 외부로 표현됨으로써 행정이나 주민 서로간의 갈등양상이 자주 나타나곤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최근 들어 도시나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구조나 행태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2009년 호남권 도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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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2009년 시행한 『호남권 도시대학』은 지역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소개한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즉 도시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달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호남권 도시대학』은 단어의 의미에서와 같이 도시에 대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며,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지역문제를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중심의 논의 과제가 공개적으로 표현되고, 또한 실질적인 주체인 주민이 고민과 해결방법을 

찾아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조언을 보태어 함께 만드는 선진화된 도시계획을 시범적으로 

체험하는 계기였다.

⊙ 종합적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NGO, 시민과 행정의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 및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가 LH 공사와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도시 및 마을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계획안을 수립하는 실습 위주의 학습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그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대

하면서 2009년 호남권 도시대학이 시작되었다.

도시대학은 상향식 도시계획의 기반을 형성하고, 도시·마을 계획의 실질적인 만족도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중앙뿐 아닌 전국적인 도시학습 프로그램으로 확산할 필요성을 가지고 시행

되었다.

호남권 도시대학은 2008년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여, 2009년에는 상대적으로 참여가 불리하였던 

호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주시가 주관이 되어 운영하게 되었다.

2009년 도시대학 기획·운영·관리의 특징으로는 스튜디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 공기업 

등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도시대학 운영팀 및 수업팀이 구성되어 운영팀은 학장 1인, 총괄지도교수 1인, 

운영조교 1인으로 구성하고, 수업팀은 팀당 지도교수 1인, 수업조교 2인으로 구성하였다

수업팀은 6팀을 기본으로 하며, 1팀당 약 6~8명의 수강생으로 구성하였고, 특강을 위한 강사진은 도시·

조경·건축 등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이론 강의를 위한 특강은 모두 10강좌 이상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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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은 도시계획에 관심을 가진 주민·NGO 활동가·지자체 공무원 등을 수강생으로 모집하였고, 학습

프로그램은 이론 강의(10시간 이상), 팀별 스튜디오(18시간 이상), 발표 및 자문(10시간 이상), 현장조사

(6시간 이상), 사례답사(6시간 이상), 기타(입학식·수료식 등, 4시간 이상) 등 모두 8주차(총 60시간 이상)

로 구성하였다

학습과정은 대상지 조사·분석, 기본구상·전략 수립 및 상세설계, 패널(모델링) 제작 등으로 구성하고, 학습

방법은 이론 강의와 팀별 스튜디오·팀별 발표 및 자문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완료 후 수강생 및 

운영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도시대학 교육프로그램은 전문적 매뉴얼에 따라 시민들이 도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

으로 운영되었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추후 전주시 마을재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기초가 되어 

왔다. 

<주차별 프로그램>

•1주차 프로그램(9월12일):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팀 구성

•2주차 프로그램(9월19일): 대상지 현장조사

•3주차 프로그램(9월26일): 현황분석

•4주차 프로그램(10월10일): 우수사례지 답사: 인천세계도시축전

•5주차 프로그램(10월17일): 기본구상

•6주차 프로그램(10월24일):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7주차 프로그램(10월31일): 상세계획 수립 및 패널 제작

•8주차 프로그램(11월7일): 계획(안) 발표 및 수료식

▲ 도시대학 팀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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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교수

특강
강사

유
형
1

교수 3 3

연구원 2 -

NGO - 1

실무 1 6

유
형
2

도시 4 9

조경 1 -

건축 - 1

기타 1 -

유형

유형 1 유형 2

도시 마을 활력
도시형

문화
도시형

환경
도시형

안전·건강
도시형

교육·과학
도시형

전주시
덕진공원

○ ○

전주시
산성천

○ ○

전주시
서문

○ ○

익산시
탑천

○ ○

진안군
진안천

○ ○

광주북구
푸른밤실골

○ ○

개수 3 3 - 2 3 1 -

◎ 호남권 도시대학 수강팀 특성 ◎ ◎ 지도교수/특강강사 현황 특성 ◎

▲ 도시대학 팀별 회의

▲ 2009 도시대학 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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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대학을 통해 도시와 마을에 대한 관심을 높이다

도시대학을 통해 참가자들은 다양한 교육,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나 마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지역문제나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으로써 도시대학의 실질적인 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009년도 도시대학은 초기단계로써 총괄적인 기획은 행정적 성향이 컸지만, 전문적 도시계획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준 점은 이후 지속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있다.

▲ 수료 후 도시행정에 대한 관심의 변화 ▲ 지역행사의 참여도 변화

▲ 2010년 도시대학 개강식 및 수료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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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전주시만의 도시대학을 운영하다

전주시는 2009년도의 도시대학 경험을 토대로 2010년도에 도시대학을 국토해양부의 후원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2010년도 도시대학은 2009년과는 달리 참가자가 모두 전주시민이고, 계획

대상도 전주시 관내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주문제를 전주시민이 참여하는 장을 마련

하였다.

◎ 2010년 도시대학 참여지역 및 주제 ◎

구분 주제 지역

1 쇠퇴한 노송동 도시재생을 위한 순환재생방법 제안 노송동

2 도토리골·어은골 민박형 타운하우스 진북동 어은골

3 The Happy Village 인후동

4 The Lost City - 잃어버린 골목을 찾아서 중앙동

5 평화2동 복지마을 가꾸기 평화2동

6 공공미술을 통한 마을만들기 동서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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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도시대학은 총 6개 팀이 전주에 있는 지역을 계획대상으로 참여하였으며, 팀별 주제를 보더라도 

어느 지역이 어떤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지역문제가 자연스럽게 

주제로 도출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행정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였고, 

팀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중앙동 영화의 거리팀이 제안한 “잃어버린 골목을 찾아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2011년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사업에 반영되어 완산구 고사동 영화의 거리, 청소년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내 8개 골목길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삭막하고 어두운 골목길이 낭만과 예술 거리로 변화되

면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2010년 도시대학을 통해 선정된 계획안은 그해 말 전국 단위 발표 및 평가회에 참여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두면서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년간에 걸친 도시대학의 의의는 행정, 전문가, 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고민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방법을 새롭게 함으로써 지역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여러 팀이 함께 진행하면서 서로간에 표현방법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점에 대한 인지 및 그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과정들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이해의 

장이 되었다.

▲ 2010년 최종평가회 수상기념 - 평화2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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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동(洞)·동(同)·동(動) 마을재생학교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시작하다

마을이라는 단어에는 항상 「주민」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 모습, 다양한 인간관계,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온 공동체 문화 등이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주민은 마을의 주인이고, 따라서 마을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있어서 실제 대상이 되고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날 주거지 재생방법은 대부분 전면 철거 형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가장 실질적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주거지 재생

방법은 또 다른 도시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항상 새로운 대안에 대한 요구가 커져왔다.

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방법이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마을재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90년대 후반

부터 서서히 보급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재개발 및 재건축 그리고 마을만들기와 마을재생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가지 방법이 현재에는 주거지 

재생방법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주민들의 선택이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많은 정보제공과 

판단에 대한 능력 향상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마을에 대한 주민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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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노후화되는 주거지역 재생을 위하여 시급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식변화와 지역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는 것이고, 아울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 동(洞)·동(同)·동(動)의 이름으로 마을재생을 배우다

「동·동·동」 이라는 약간은 투박하고 단순하지만, 마을재생학교의 의미를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름이다. ‘마을’, ‘함께’, ‘움직이다’. 이 세단어로 이루어진 동·동·동은 마을재생학교의 범위와 대상, 내용 

그리고 성격에 대하여 가장 간단하고 쉽게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동·동 마을재생학교는 2011년 처음 시작하였지만 당시 마을재생학교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2010년 

실시한 전주권 도시대학의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2년간의 도시대학 운영을 통해 알게 된 교육

프로그램의 가치와 효과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을재생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 첫 해 마을재생학교에 함께 할 팀을 모집할 당시에는 참여 대상지역을 전주시 전체 지역으로 하지 

않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제한을 두어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다. 

당시 전주시는 도시재생을 위한 「4+1 권역」을 발표하여 전략적으로 5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을 선도적

으로 이끌고자 정책을 구상하고 있었으며, 이 일환으로 2011년 마을재생학교도 각각의 권역을 대표하는 

▲ 마을재생학교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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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협의하였고,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풍남동, 노송동, 덕진

동, 금암2동, 팔복동 지역이 첫 번째 마을재생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 마을재생을 위한 주민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마을재생과 주민참여에 대한 필요성 인식, 마을의 자원과 문제점 알아보기, 다른 

지역 사례 알아보기, 마을계획 만들기 등의 기본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총 10주간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해당 주민센터의 협조와 더불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조직, 이른바 코디네이터 그룹이 필요

하게 되었다.

코디네이터는 마을재생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마을활동에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문화, 복지, 

건축, 도시계획 분야의 활동가 5인으로 구성되었고, 팀별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면서 10주간의 교육

활동이 진행되었다. 

▲ 이론강의 ▲ 현장실습

▲ 선진지 견학 ▲ 선진지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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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인 2012년에 진행된 2기 동·동·동 프로그램은 마을재생학교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완산동, 진북동, 중앙동, 인후2동, 서학동 등 구시가지 지역에 위치한 마을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마을주민들이 함께 마련한 마을계획이 행정의 예산지원으로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2기 마을재생학교를 시작하면서 마을재생과 관련하여 마을별 리더의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

었고, 이에 따라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별도의 심화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마을재생의 지속성을 위하여 마을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마을주민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리더 양성을 병행하여 한 단계 발전된 재생학교가 운영되었다.

아울러 2011년 참여한 5개 마을에 대하여도 행정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마을활동이 계획에 국한되지 

않고 실현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게 되었다. 당시 행정의 지원금액과 방법에 

대하여는 다소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마을주민이 함께 마련한 계획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2013년에는 마을재생학교 참여범위를 확대하면서 구시가지 이외에도 주변지역까지 확대하고 참여 마을도 

5개 마을에서 10개 마을로 늘어났다. 예산지원도 당해 연도에 마을재생학교를 통해 마련된 마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계획과 실천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는 행정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 

반면에 참여 마을이 늘어나면서 재생학교 진행에 필요한 코디네이터 부족이 예상되었다. 전주시에서는 

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하여 재생학교 운영에 앞서 별도로 코디양성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0여 명의 신규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10개 마을에 2명씩 참여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노력하였다.

⊙ 마을재생을 위한 다양한 꿈을 본격적으로 실현하다

마을재생학교를 통해 마련된 계획들은 벽화, 화단 만들기를 비롯하여 마을단위의 문화예술축제 등이 

마을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처음으로 주민들이 모여 마을에 대하여 논의

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실천하는 과정속에서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마을재생에 

대한 참여의지를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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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을을 보다 좋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행정의 힘이 아닌 주민 스스로 나설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마을만들기가 진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점도 큰 의미가 있다.

동·동·동 마을재생학교의 3년 동안의 경험과 활동은 소박하지만 분명 전주시 도시재생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주민은 물론, 행정기관 및 전문가들도 마을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고, 

무엇이 진정 마을을 위한 일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속에서 많은 리더들과 수료생들이 탄생되었고, 또한 마을재생학교를 준비하고 도와준 코디네이터 

그룹도 생겨났다. 이런 결과는 전주시 도시재생, 마을재생사업에 있어서 분명히 그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주민역량강화라는 기본적인 의미와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

서툴지만 꾸준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을재생의 모습이다. 전주가 지금 그런 모습의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다만 초기의 결과에 서둘러 실망하거나 너무 조급한 결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한 초초함과 흥분이 아니라 차분히 그들의 틀을 깨고 스스로 

나오는 수고를 격려하는 모두의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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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별 실행사업 ▲ 마을별 실행사업

▲ 마을별 실행사업 ▲ 더불어 사는 완산골 축제

▲ 서학예술 축제 ▲ 거북바위 이야기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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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마을 고유 스토리

노송동 마을만들기주민협의회장  김 성 국

•  우리 노송동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지어진 단독주택들로 이루어진 노후주택 밀집지역

이면서, 주거연령층은 젊은층보다는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인구 감소가 가속화

되고 골목길 주거환경은 노후되고 있으며 빈집 또한 증가하고 있다.

•  이런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노송동에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얼굴 

없는 천사” 이야기가 있다. 마을재생학교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우리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스토리를 찾다가 13년째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고 있는 천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다.

•  마을재생사업에 천사의 스토리를 담아낸다면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마을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둘째, 마을재생사업을 하면서 얼굴없는 천사의 나눔과 기부정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즉, 노후주택 골목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아름다운 선행의 천사 이야기를 담아낸다면 

우리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만들어 질 “천사길”에 천사의 이야기를 담아서, 나눔과 기부문화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우리 천사마을을 찾아오는 탐방객들에게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번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면서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우리 마을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

키고, 지역의 환경을 변화시켜 마을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마을재생학교 참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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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을 잘 아시는 어르신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근심 덜어

노송동 주민센터 시민생활지원담당  김 병 용

•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업의 진행이 자꾸 지연되고 전주시 차원에서도 개발예정지에 

불가피하게 마을 개선사업에 투자될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마을 재생학교 개교소식을 

듣고 꼭 재개발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마을재생학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마을 재생학교 학생분들이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어릴 적부터 

살아온 곳이라 누구보다 마을에 대해서 자랑거리와 흠에 대해서도 동네분들의 성향이나 성품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어른으로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의 

근심을 덜었다.

•  다소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뒷짐 지고 지켜보지만 선뜻 나서지 

않는 마을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을재생학교 참여 후기

3.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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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시재생을 말하다

➌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

⊙ “코디네이터”의 이름을 얻다

코디네이터(coordinator) : 명사

의상, 화장, 액세서리, 구두 따위를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갖추어 꾸미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코디네이터의 사전적 의미이다. 코디네이터는 전체의 조화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재생활동에서의 코디네이터는 마을과 마을, 마을 내 구성 요소간, 주민과 행정 등 서로 다른 활동

주체간의 중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상호 조화를 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시에서는 마을재생에 처음으로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였다. 

시작은 2011년 마을재생학교인 동·동·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이다. 이전에는 활동가, 마을닥터, 마을

간사 등이라고도 불리던 것을 마을재생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코디네이터라고 명칭을 정하고, 참여 마을

별로 한 명씩 연결하여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코디네이터는 마을재생의 활력이다 

마을재생의 기본적 구조는 행정+코디네이터+주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물론 반드시 3개의 주체가 참여

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그 밖의 다른 주체의 참여도 가능하다. 또한 그 참여 정도도 각기 다를 수 있다. 

하지만 3개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기본적 구조이며, 세 개 주체 중 하나라도 역할이 충분하지 않

거나 아예 없다면 그 조직은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각각의 역할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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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재생의 과정을 보면 행정이 바라는 모습과 주민이 바라는 모습에 많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의 경우 도시 전체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면서 마을별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마을주민들은 마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족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행정과 

주민들간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코디네이터는 특정 마을을 위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마을재생의 본질적 주체는 주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자력으로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시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그러나 마을재생활동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마중물과 같이 분명 없어서는 안 될 매우 필요한 조직

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을재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코디네이터의 참여 자세나 역할에 

따라 마을의 활동 모습이 크게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게 된다.

⊙ 코디네이터는 마을주민의 마음과 행정의 추진력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마을재생은 마을의 물리적 환경만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것이 출발이 될 수 있지만, 최종적

으로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다.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꿈을 가지는 사람, 그리고 

그 꿈을 함께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마을재생의 출발은 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 시작과 끝,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을 동시에 보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중간적 입장에서의 행정과 주민의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둘은 가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출발점과 바라보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재생활동이 지속될수록 그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또 차이가 나타났을 경우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코디네이터에게는 그 중간적 역할이 필요하고 양측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3.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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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식 ▲ 개강식

▲ 이론 강의 ▲ 현장실습

▲ 선진지 견학 ▲ 선진지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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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협의회가 만들어지다

현재 전주시 마을재생학교에 참여한 코디네이터는 약 30명에 달한다. 2011년과 2012년에는 5명씩 10명의 

코디네이터가 활동을 하였다. 2013년도에는 10개 마을의 코디네이팅을 위해 전문코디네이터 양성 프로

그램을 마련하여 30명에 가까운 신규 코디네이터를 발굴하였고, 그중 20명이 2013년도 마을재생프로

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마을재생학교 코디네이터 활동경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전주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협의회”

를 구성하여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 전개와 교육, 세미나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그에 대한 지원시스템은 아직 아쉬운 점이 많다. 전주시에서도 도시재생법의 시행에 따라 중간

조직인 코디네이터 그룹에 대한 활동범위, 지원 등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을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코디네이터는 앞으로 마을 만들기 활동의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활동 경험과 서로의 

경험 교환, 정보 제공 및 협력 관계가 탄탄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을재생에 있어서 코디네이터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 

임시적 자원봉사 활동 차원으로 마을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들이 활동에 

신념과 자부심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역시 마을만들기의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3.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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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마을재생 주민리더 양성

⊙ 마을재생은 마을리더의 양성부터 시작한다

“지시자와 리더는 분명 차이가 있다. 지시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대로 대다수를 이끌어 감으로써 결국 

개인적 성취감과 만족도를 이루지만, 리더는 다수의 의견을 모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대다수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면서 행복해 하는 사람이다.”

마을재생학교가 운영되면서 마을리더의 중요성은 더 크게 인식되고 있다. 마을학교의 경우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만 마을재생이란 부분에 대하여 많이 생소하고, 막연한 두려움과 경험 부족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두려움과 부담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같은 위치의 주민이며, 마을리더는 

주민의 대표로서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리더의 중요성은 마을별로 리더의 유무 그리고 리더의 

역량에 따라 마을학교 및 마을재생 관련 활동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 계절과 시간을 잊은 열정적 수강, 리더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을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마을 리더자 양성 프로그램은 리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마을 

리더를 발굴함으로써 마을재생활동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전주시는 2012년(1회)과 2013년(2회)에 걸쳐 약 80여 명의 리더교육 수료자(행정동당 2.5인)를 배출하였고, 

각 마을단위별로 마을재생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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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강의실은 비좁고 날씨도 더웠다. 40~50명이 앉아 있는 공간은 좁고, 답답하였고, 처음으로 접하는 마을

재생에 관련된 강의는 더욱 공간의 무게를 누르고 있었다. 불편한 공간, 딱딱한 강의, 그리고 낯설은 동료

들의 모습으로 출발한 12강좌의 리더 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해 점점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전주시에서 준비한 리더 양성교육은 현장중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형태를 가지고, 수강자가 마을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지역문제를 도출하고 서로 나누면서 현실적인 감각을 키우고자 진행되었다. 

또한 리더교육과정 수강자간의 친목 강화를 통해 수료 이후에도 상호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마을활동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리더 양성 교육과정은 전주시에서 마을재생 관련 전문 컨설팅기관인 “마을발전소 맥”에 위탁하여 진행

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마을만들기 전문가의 주제 강의와 선진지 견학으로 

기초 역량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지역문제를 중심으로 사례연구와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을 마무리 하였다. 

▲ 개강식 ▲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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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강의 ▲ 실습 강의

▲ 선진지 견학 ▲ 선진지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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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 마을리더들은 전주시 마을재생 활동의 추진동력이 될 것이다

마을리더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80여 명의 리더들은 앞으로 동·동·동 프로그램은 물론 지역 내에

서 자발적인 마을발전을 위한 고민과 행동을 직접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재된 지역역량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추진 동력으로 리더들의 역할은 분명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마을이 가장 마을답기 위해서는 마을의 주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마 3회에 걸쳐 수료한 

리더들은 분명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이러한 기초적 역량을 통해 전주 마을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전주시도 지속적인 리더 양성을 비롯하여, 이미 활동 중인 마을리더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마을리더들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072

JEONJU,  URBAN REGENERATION

전주, 도시재생을 말하다

➎ 도시재창조 시민포럼

⊙ 지역발전을 고민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다

전주시를 역사·문화도시, 전통도시라는 단어로 표현하곤 한다. 최근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

수용하기 위하여 현대적 언어로 만든 도시와 반대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역사·문화·전통이 살아있는 

도시의 특징은 지역문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 역시 지역문제, 앞으로 

성장해야 할 방향, 그리고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무척 높은 도시이다.

이를 표현하듯이 2013년 초에 지역의 도시재생, 도시재창조를 논의의 핵으로 하는 전주 시민들의 모임활

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활동은 지역공동체를 복원한 자생적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협력적 도시

재생 추진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하였다. 다양한 분야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활성화로 도시재생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출발하였다.

도시재창조 시민포럼. 모임의 이름이다. 도시를 재창조하는 것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함이다. 변하지 않고 

안주하는 도시는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 시민포럼이 추구하는 방향도 진정한 도시민이 지역 문제에 주인이 

되어 나서고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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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위의 정책들은 대부분 행정중심적 형태를 가지게 되며,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인식과 

참여부재로 인한 불만적 요소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구조와 현상은 행정추진의 형태만의 문제

가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場)이 부족한 이유도 크다고 본다. 

그리고 행정과 시민은 그 바라보는 각도와 방향이 다소 차이가 있다. 똑같은 도시재생도 누가 보는가에 

따라 그 결과값이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성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도 행정과 시민이 

서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재창조는 공간적 변화에만 중점을 두지 않는다. 어쩌면 이러한 행정과 시민의 관계를 다시 정렬해 보려는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 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점에 재창조의 의미를 더 두고 있는 것이다.

⊙ 지역문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 마당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다

지금은 준비위원회 상태이다. 2013년 2월부터 각계의 참여를 이끌어 14명의 창립 준비위원을 중심으로 

8월까지 15차례의 간담회 등을 갖고 포럼의 활동 목적과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같은 해 

8월 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도시재창조 시민포럼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시민참여가 꾸준히 늘어 2013년도 말에는 약 2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회원들의 활동분야

도 경제, 복지, 건축, 도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속해 있다. 더욱이 행정 분야도 회원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논의의 다양성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동문거리의 삼양다방 복원 문제, 한복 활성화 과제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와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시민포럼이 발족하는 2014년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도시

재창조 시민포럼은 참여 회원들의 의지와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 지역문제를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지역재창조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 「도시재창조 시민포럼」 창립 준비위원회 발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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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한옥마을의 태동과 성장

⊙ 한옥마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다 

전주 한옥마을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70년 행정명령에 의해 신축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옥보존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후 1977년 한옥보존지구 지정, 1987년 제4종 미관지

구로 변경 지정되는 등 제도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비교적 동결적인 보존 행정이 지속되었으나, 1995년 

제4종 미관지구를 폐지(5층 이하 최고고도지구 지정)하면서 도시한옥 보존정책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전주 도시 한옥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2000년 지구단위계획

을 통하여 본격적인 도시한옥의 보전·정비 정책이 시행되었다.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한옥의 동결적 보전과 자율적 보전 행정을 거듭하다가 한옥마을을 한국의 대표적인 

마을로 가꾸어 간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 등을 통한 보전·정비를 추

진하여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고, 한식, 한지 등과 함께 전주를 대표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의 그 생성과 쇠퇴의 시기는 다른 도시의 한옥군과 

유사하였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바탕이 되어 전면적인 한옥보전 행정이 

지속됨으로써 현재는 우리나라의 전통 주거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아가는 선진 모델이 되고 있다.



079

4. 한옥마을의 재생

⊙ 한옥마을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다

한옥마을 사업을 도시재생의 모델사업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한옥마을 사업 진행과정의 특징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옥마을은 낙후된 주거지역을 단순하게 한옥건축물을 건축해서 정비하는 차원의 사업이 아닌 

외적, 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한 자생력을 갖춘 마을로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옥마을은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 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자원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통해 낙후된 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대전제 안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변화된 모습도 당초의 비전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고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과 구분되는 점이다

•물리적 시설 정비

한옥마을 사업의 초기에는 물리적 시설 정비에 중심을 두었다. 특히 노후화된 건축물은 물론 문화시설의 복

원과 신축, 태조로 및 은행로 등 지역 내 기반시설 공급 등이 중점적으로 확충되었다. 

또한 마을의 모습과 삶의 장소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각종 생활 인

프라 등을 확충함으로써 한옥마을이 관광지가 아닌 마을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중심을 두었다. 

이러한 물리적 정비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계획적 수단을 미리 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로 진행하게 되었다

•제도적 지원

마을의 이미지 형성과 자생적 변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제도가 동시에 준비되었다. 첫째는 무분

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마을의 기능과 이미지 형성을 위한 건축, 공공시설 등을 종합한 종합계획이 마련

되고, 그에 따른 법적인 계획수립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의 제어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초기에는 오랜 기간 동안 한옥보전정책으로 민감해진 지역주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

었지만, 주민과의 협의 등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둘째는 가장 중요한 지원제도이다. 전주시는 한옥보전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한옥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옥정비 보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고, 매수청구, 건축법 및 주차장법의 완화를 

통해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과 지원제

도가 병행되는 정책을 진행하였다

 

•정책적 육성

한옥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한 중요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한옥마을을 전주의 중심 공간, 대표 공간으로 운영

한 정책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전주시에서 개최되는 많은 문화축제를 한옥마을 중심으로 개최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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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였고,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민간예술인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한옥마을은 전주 전통문화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주시의 문화정책을 현실화하는 중심 공간으로 한옥마을이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가 마련되면서 안정적 성장을 이루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주민의 참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한옥마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라고 볼 수 있다. 

한옥마을을 보전·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재산권의 제한 등도 감수하고, 마을정책에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의 중심에 주민들이 함께 했다는 점이다.

한옥마을보존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행정, 전문가 등과 거버넌스 형태의 운영은 초기 한옥마을이 안정적 정착

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도 마을 안에서의 행사, 청소, 질서 유지 등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정도로 마을에 대한 관심

과 애정이 크다. 

•한옥의 신축·증축·수선 증가

•‘삶+관광’의 공존

•전통문화중심도시 기반구축

•도심 활성화에 기여

•전주문화축제의 거점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

•도시한옥 정비보조금

•매수청구의 수용

•건축법 적용기준 완화

•태조로, 은행로, 골목길 정비

•문화시설 정비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급

물리적
 시설 정비

       정
책
적
 육
성

       제
도
적
 지
원
               주민의 참여

전주의 이미지향상

전통문화중심도시

기반구축

▲ 한옥마을 진행의 중심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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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마을이 도시재생의 대표적 사례로 성장하다

전주한옥마을은 19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된 후 도심 슬럼화·공동화되어 가는 원도심을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로 개발한 대표적 도시재생 성공사례이며, 이러한 사례를 느끼고 배우기 

위하여 많은 관광객과 도시재생관련 참여자들의 방문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

2002년 한옥마을을 찾은 연간 관광객은 31만명 이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관광객 수는 508만명을 넘어

섰다. 특히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국제슬로시티, 한국관광의 별, 한국관광 으뜸명소 선정, 프랑스 미슐랭

가이드북 추천 등 국내외 도시브랜드 가치가 급상승 하면서 2012년에는 전국적으로 506개 학교 4만 여

명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방문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1)

한옥마을 내에는 소리·부채·완판본문화관, 최명희문학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전주전통문화관, 전주

한옥생활체험관, 전주공예품전시관, 태조 어진이 모셔진 경기전, 400년 전통의 향교 등 전통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집적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화시설과 함께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공연, 체험프로그램, 아카데미 등), 먹거리 및 한옥 숙박체험, 환경개선(꽃담, 표지석, 

쉼터 설치) 등은 전주시와 지역 주민의 협력과 소통의 결과라 할 수 있다.

1)　2013년 한옥마을 관광객 수 : 508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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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신시가지 개발로 구시가지의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광객 급증, 새만금 개발 등의 외적 

개발 효과로 구시가지 활성화의 가능성도 높다. 

한옥마을 정비를 계기로 관광도시로 변화한 전주시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앞으

로도 도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을 높여가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옥마을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여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통시장의 문화관광기능 수용으로 전통

시장의 활력도를 높이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업종의 창업을 증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관심을 높여 

나갈 때이다.

한옥마을 외에도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도시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한옥마을과 인근의 구시가지의 활력을 증진하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북 지역은 새만금 개발, 혁신도시 조성, 식품클러스터 개발 등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기회요인을 구시가지 재생에 어떻게 접목해 갈 것인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 한옥마을과 주변지역 연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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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한옥마을의 주요 사업

⊙ 한옥마을 테마관광로인 은행로가 조성되다

전주시는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제공과 친수공간을 마련하여 

볼거리 등을 통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도로개념의 

명품 테마관광로를 조성하기 위해 한옥마을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은행로 구간에 도심실개천과 자투리

땅을 활용한 쌈지공원을 조성하였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는 어릴적 추억에 젖어들게 하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들에게는 물장난을 즐길 수 있는 추억만들기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천년전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전주시 한옥마을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원화하고, 전통 한옥마을의 남북 방향 주간선도로인 은행로 

공간에 인공 도랑을 설치, 물이 흐르게 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름철 도로의 

복사열을 차단,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실개천이 설치되었다. 조성규모는 980미터 확장 구간 중 

태조로를 중심으로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총 557미터를 규격 0.3~1.2미터 폭과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로 

하고, 전주 지역 생산 석재를 가공·제작하여 영구 구조물로 설치하였다. 

실개천에 필요한 용수량은 1일 30톤 정도로 예상하고, 쌈지공원 부지 2곳(동학혁명기념관 옆, 태조로 

사거리 부근)에 지하 150여미터 이상의 암반관정을 2007년 4월초 개발하여 1일 300여톤의 수량을 확보

하여 놓은 상태이다, 

개발한 지하수를 쌈지공원 내에 일정규모의 저류조 시설 등을 통한 자연유하 순환방식으로 운영하며, 수질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각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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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편입 자투리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투리 부지 

8곳, 1090㎡를 활용하여 쌈지공원을 마련하였다.

쌈지공원은 공원마다 테마(이야기거리, 볼거리)가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전통 솟대, 물레방아, 전통 정자, 

자연석을 활용한 연못, 바닥분수, 벽천, 수목 주변 소형폭포, 전통담장 시설,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였고, 

소나무 등 군락식재로 경관을 조성하였으며, 향토 초화류를 심어 자연적인 이미지를 조성하였다. 전통 

정자를 교동과 풍남동에 각각 1개소씩을 설치하되 팔각정, 육각정 등으로 차별화하여 쌈지공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은행로의 도로는 돌포장으로 하여 통행 차량 속도를 30㎞/hr 이하로 제한하고, 통행방안은 한옥마을 구간 

총 650m는 일방통행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동부시장에서 한옥마을 경계, 향교길에서 

남천교 구간 총 330m는 양방통행으로 시장과 주요 관광지 경유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고 있다.

가로수는 은행나무길 특화를 위하여 은행나무와 전통수(회화나무 등)를 자유스러운 간격과 규격으로 식재

하고, 쌈지공원에는 소나무를 군락으로 식재하여 쌈지의 경관을 유지하며, 특히 은행나무 보호수가 있는 

▲ 은행로 정비 후

▲ 태조로 정비 후

▲ 은행로 정비 전

▲ 태조로 정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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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는 보호수 조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로수 식재를 조정하였으며, 은행로와 태조로가 만나는 사거리

에는 보도구역에 큰 회화나무를 심어 경기전과 오목대, 동부시장과 남천교 쪽에서 바라볼 때 숲의 형태

가 보일 수 있도록 인도 녹화식재를 계획하였다.

도심형 실개천, 쌈지공원 조경 및 시설물, 가로수, 보행로 등 경관조명으로 야간 시간대 볼거리를 제공하고, 

은행로 주변의 분위기 업그레이드를 위해 현재 태조로에서 실시 중인 음악방송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음향

시설도 병행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은행로의 개설과 조성으로 한옥마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는 물론 실개천과 

은행로 야간 조명으로 한옥마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한국적 쌈지공원을 제공하여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이미지가 반영된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 한옥 건축물들이 제모습을 찾다

전통도시한옥을 보전·정비·육성할 목적으로 한옥마을 내 한옥건축물을 신축 또는 수선할 경우 전주시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수선·대수선은 최고 2천만원, 신축·개축·증축은 최고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한옥보전지원을 위한 조례는 2002년 2월 15일 제정 이후 2012년 2월 27일 

제3차 개정을 통해 지원범위와 내용을 조정하고 전통한옥 보전 육성에 대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있다.

지원조례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전주 이미지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한옥생활체험, 한식, 

한지를 통한 전통 주거 및 문화체험의 생활화로 전통문화 보급에 기여하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로운 문화시설의 유치 및 각 자치단체의 한옥정비 보급의 촉매역할 담당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 한옥수선보조금 지원현황 ◎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용도
합  계 수선·대수선 신·증·개축 경관·문화시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백
분
률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택  67.7  59.9  90.1  83.9  48.3  48.3  6.9  5.0

상업·문화  32.3  40.1  9.9  16.1  51.7  51.7  93.1  95.0

건
수

계 218 4,868 129 1,851 60 2,734 29 283

주 택 148 2,957 117 1,572 29 1,371 2 14 

상업·문화 70 1,911 112 279 31 1,363 27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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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한옥지구 내 매수청구 부지를 매입하다

한옥마을 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자 2003년부터 한옥마을 내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정책을 운영하였다. 

그동안 56필지(9,891.7㎡)를 매입하여 공예공방촌, 승광재, 삼도헌, 술박물관, 국악방송국 등으로 활용함

으로써 한옥마을의 공공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매입토지를 활용한 한옥체험생활관, 승광재, 설

예원, 술박물관, 완판본문화관 등의 조성은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 및 한옥생활 체험 기회 제공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 한옥마을 휴게공간과 조형시설물이 마련되다

도심 속에 위치한 전국 최대규모의 한옥주거지역인 전주한옥마을에 기존 휴게시설을 한옥과 어울리는 휴게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한옥마을 상징 조형시설물을 설치하여 전주한옥마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옥과 어울리는 휴게공간 환경개선으로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이미지 향상 및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

에게 휴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한옥마을 상징 조형시설물 설치로 전통문화도시의 상징성을 표현하였다. 

◎ 매입현황 ◎

년도 필지수 면적(㎡) 매입금액(천원) 비고

2003년 2 682.9 334,023

2004년 3 1,226.6 613,684

2005년 11 1,703.9 1,090,692

2007년 4 684.3 448,699

2008년 4 989.3 558,725

2009년 7 1,034.7 692,400

2010년 4 115.6 57,800

2011년 21 3,454,4 2,684,221

합계 56 9,891,7 6,480,244

◎ 사업개요 ◎

구    분 휴게공간 조형시설물

위    치 한옥마을 명품관 옆 한옥마을 입구 3개소

사업기간 2008. 02 ~ 2009. 04. 2008. 09 ~ 2009. 12

사 업 비 3억원(국비1.5, 시비1.5)  3억원(국비1.5, 시비1.5)

사업내용   4개동 휴게공간 리모델링  표지석 2개소 및 꽃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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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로, 태조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다

전주한옥마을이 전통문화관광 으뜸명소로 널리 알려지면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바, 

보행권 확보 및 문화체험,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하여 2008년부터 시작한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를 

2013년부터 은행로에서 태조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라 차량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옥마을 주차장을 신설하였다. 한옥마을

의 관광객 증가로 평일 약 450대, 주말 2,500대 정도의 주차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게 되어,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44-1번지에 총사업비 6,220백만원(국비 

2,200, 시비 4,020)을 들여 2,528㎡, 주차대수 175대(지상1층 82, 옥상층 93)의 주차장을 건립하였다, 

전주한옥마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문화축제 개최, 3대 문화관 건립, 은행로 정비완료 등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충분치 못하여 불편하던 상황에서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

운영함에 따라 상당부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절별, 요일별 주차수요 관련자료 축적 및 한옥마을 외 지역의 주차장을 셔틀버스 등을 활용한 

연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휴게공간 조감도 ▲ 꽃담 전경

▲ 은행로 ▲ 은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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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관광콘텐츠 확충

⊙ 문화적 경관을 가진 한옥마을을 조성하다

전주시 한옥마을 일원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144억원을 들여 한옥마을에 대한 경관조성

사업이 이루어 졌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하수도, 가로등, 도시가스, 인터넷통신·전력선 등 도시 기반시설 지중화 후 도로·

골목길의 경관정비를 진행하였다. 

문화적 경관조성사업은 전주만의 특색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체험관광명소로서의 이

미지 부각 및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거리 조성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으며, 한옥마을의 도로, 골목길 경관정비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지중화 및 정비로 쾌적한 주민 생활여건 

및 관광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한옥마을의 가치를 세계로 알리다

지방 브랜드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전주를 비롯 5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지방 브랜드 세계화사업」을 시범 실시하게 되었다.

2012년 4월부터 특별교부세 7억원을 안전행정부로부터 교부받아 전주한옥마을 명소화 및 브랜드화, 세계

화를 위해 4개 주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한옥마을 다국어숙박예약시스템 구축, 한옥

마을 안내소 내 홍보관 조성, 전주전통문화 상징조형물 설치, 한옥마을 명품거리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4월 안전행정부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한옥마을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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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내판, 표지판 등의 일제 정비, 방송시설 보수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한옥마을 한스타일콘텐츠홍보관 디자인 실시설계용역이 2013년 6월에 완료되어 공사를 추진하여 

2014년 준공예정이며, 전주전통문화 상징조형물은 디자인 공모를 거쳐 12월 한국전통문화전당 마당에 

설치되었다. 또한 한옥마을 다국어숙박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2014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한옥마을 브랜드화 사업을 통해 전주 방문객의 숙박 예약·결제의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안내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슬로시티, 한류와 한스타일, 탄소산업의 중심도시 전주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전주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홍보관, 안내판, 방송시설 구축 등으로 전주관광에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전주한옥마을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옥마을 브랜딩 핵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전주한옥마을, 한류, 한스타일 등의 전통문화와 탄소산업, 비보이 등 현대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전주한옥마을 이미지 정립을 통해 도시 브랜드 명소화 및 세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한옥마을 내 관광컨텐츠





노후주거지 
재생

➊  주거공간의 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

➋  노후주택의 재생 「해피하우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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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주거공간의 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공간 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유형이 재개발, 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기존의 

형태와 기능을 모두 없애고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인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과 주민공동 이용

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자립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전주시내에는 기존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기 결정된 1단계 주거

환경개선사업지구는 총 18개소와 2단계(2006~201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6개소가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이 추진되어 진행 중에 있다. 

⊙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8개소의 사업유형은 공동주택방식 1개소, 현지개량방식 17개소이며 사업지구 전체가 사업이 완료된 상태

이다

◎ 1단계 총괄사업비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비고

계   90,263 42,720 38,318 1,693 2,989 3,034 1,509

국 비   36,596 33,218 510 1,597 811 460

도 비   8,065 804 5,100 1,181 230 659 91

시 비   45,602 41,916 2 1,162 1,564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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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총괄 ◎

지구명 사업면적(㎡) 사업방식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18개 지구 863,571 - 90,263
도로 82개 노선(82,614㎡), 주차장 23개소(9,031㎡), 
공원 11개소(14,020㎡), 놀이터 16개소(8,962㎡), 

경로당 13개소, 이주유도 4개소, 주택개량 1,200동

1 도토리골 21,968 현지개량 3,505 도로개설 2, 주차장 1, 놀이터 2, 경로당 1

2 어은2 38,207 현지개량 2,589 도로개설 2, 주차장 1, 놀이터 1, 소공원 1, 경로당 1

3 어은3 71,664 현지개량 5,483 도로개설 6, 주차장 2, 놀이터 2, 소공원 1

4 보문2 8,137 현지개량 892 도로개설 2

5 밤나무 99,635 현지개량 4,900 도로개설 6, 주차장 3, 놀이터 1, 소공원 1

6 앞검암 70,393 현지개량 1,913 도로개설 3, 주차장 1, 놀이터 1, 소공원 1

7 병사부 13,401 현지개량 2,891 도로개설 3, 경로당 1

8 마당재2 23,020 현지개량 3,332 도로개설 4, 주차장 1, 놀이터 1, 경로당 1

9 수도 19,519 현지개량 3,187 소로개설 2, 주차장 1, 소공원 1, 경로당 1

10 용머리2 58,162 현지개량 8,782 소로개설 7, 주차장 3, 놀이터 2, 소공원 1, 경로당 1

11 용머리3 37,433 현지개량 5,717 소로개설 5, 주차장 2, 놀이터 1, 소공원 1, 경로당 1

12 화산2 44,943 현지개량 4,663 소로개설 6, 주차장 1, 놀이터 2

13 효정 73,221 현지개량 11,005 소로개설 11, 주차장 1, 놀이터 1, 소공원 1, 경로당 1

14 오목대2 36,422 현지개량 5,274 소로개설 3, 주차장 1, 소공원 1, 경로당 1

15 난민촌 90,173 현지개량 8,065 도로개설 6, 주차장 2, 놀이터 1, 소공원 3, 경로당 2

16 공수내 95,283 현지개량 11,143 소로개설 9, 주차장 2, 경로당 1

17 낙수정 43,648 현지개량 3,922 소로개설 7, 주차장 1, 놀이터 1, 경로당 1

18 농원 18,342 공동주택 3,000 공동주택 423세대 사업계획승인 (2002.2.1)

⊙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도시 내 균형발전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었다. 

사업대상지구는 총 16개 구역(98.5ha)에 해당되고 총사업비는 86,679백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9개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094

JEONJU,  URBAN REGENERATION

전주, 도시재생을 말하다

◎ 2단계 총괄사업비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6~’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비고

계 86,679 22,213 10,032 15,134 22,472 16,828

국 비 43,268 11,102 5,016 7,500 11,236 8,414

시 비 43,411 11,111 5,016 7,634 11,236 8,414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88개 노선(14,341m), 주차장 22개소(12,134㎡), 공원 21개소(16,141㎡), 녹지 1개소

(593㎡) 등을 담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현지 주민의 재정착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참여 주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공감대를 형성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총괄 ◎

지구명 사업면적(㎡) 사업방식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16개 지구 985,492 86,679
 도로 88개 노선(14,341m), 주차장 22개소(12,134㎡), 

녹지 1개소(593㎡),  공원 21개소(16,141㎡), 
사회복지시설 2개소(1,142㎡), 공공청사(1,879㎡)

1 바구멀2 22,587 현지개량 1,814 •도로개설 3, 주차장 1, 공원 1

2 종광대1 19,792 ＂ 1,866 •도로개설 1, 주차장 1, 녹색쉼터 1

3 추심정 66,316 ＂ 8,944 •도로개설 9, 주차장 1, 공원 2

4 간납대 67,253 ＂ 11,284 •도로개설 6, 주차장 1, 공원 2

5 가락 26,804 ＂ 5,530 •도로개설 4, 주차장 2, 공원 2

6 원각사 209,500 ＂ 9,440 •도로개설 15, 주차장 3, 공원 1, 사회복지시설 1, 녹지 1

7 불무 14,716 ＂ 1,644 •도로개설 2, 공원 2

8 학봉 19,905 ＂ 2,276 •도로개설 3, 주차장 2, 공원 1

9 재실 19,878 ＂ 4,496 •도로개설 3, 주차장 1, 공원 1

10 흑석골 42,803 ＂ 6,375 •도로개설 5, 공원 1

11 산성 88,008 ＂ 4,264 •도로개설 6, 주차장 2, 공원 2

12 장승백이 79,745 ＂ 4,114 •도로개설 7, 주차장 1, 공원 1

13 동산 156,833 ＂ 11,906 
•거점개발(32,024㎡), 도로개설 12, 공원 1, 주차장 3, 

 사회복지시설(610㎡)

14 여의 59,886 ＂ 6,942 •도로개설 6, 주차장 3, 공원 1, 공공청사(1,879㎡)

15 붓내 35,615 ＂ 2,470 •도로개설 2, 주차장 1, 공원 2

16 우아 55,851 ＂ 3,170 •도로개설 3, 공원 1



▲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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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지 재생의 의미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내 소방도로 개설로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고 골목길 정비로 

안전한 야간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및 공원 조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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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물리적 환경개선에 머물지 않고 주거지 재생의 관점에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기반시설 정비와 더불어 연계사업(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담장 벽화 등) 추진으로 자력복구 

능력이 없는 저소득가구의 열악한 노후·불량주택개량을 추진하여 정비구역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주민에게 쾌적한 삶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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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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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노후주택의 재생 「해피하우스」

“해피하우스”라는 단어에는 웃음이 녹아 있는 듯하다.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해피하우스 활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되찾고 있다. 

해피하우스는 2010년도 정부가 추진했던 “뉴하우징 운동”의 일환으로써 그동안 주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단독주택을 공동주택과 같이 점검·보수하고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주거문화 실현을 

위한 『단독주택 관리사무소』라 말할 수 있다.

2009년 10월 전주시는 당시 국토해양부의 「Happy House」시범사업 도시로 서울, 대구와 함께 선정되었고 

그 다음해 인후2동에 해피하우스센터가 개소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 인후, 노송, 완산 해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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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하우스사업에 대한 주민만족과 효과가 커지면서 2011년부터는 기존 인후2동 시범사업지역에서 인후

1동과 우아1동 권역을 확대 운영하였고, 신규로 노송, 완산 2개 센터가 개소되면서 노송동, 완산동, 서학동 

지역으로 해피하우스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피하우스 정책의 특성상 대상지역은 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이 중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 

인구대비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및 13세 미만 아동 거주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해피하우스는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시작하였지만, 점차 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서비스에서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까지 주거환경 개선의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업범위   사업내용 

①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누전/누수, 동파, 배관막힘 등 긴급 하자보수(지원)
• 창문 경첩 교체, 양변기 물내림 버튼/볼탑 교체, 전기콘센트, 차단기, 도어폰 교체 등 

무상지원 수리  

②  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서비스

•벽체단열 및 창호교체 공동구매·시공 및 난방기기 점검 상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지원

③  주거복지 서비스
(마을 삶터 가꾸기)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원·화단조성, 담장허물기 등 주거환경개선 기획 및 상담지원
•위생(방역)서비스, 골목길 벽화사업, 알림판 설치 등

해피하우스 운영을 위한 조직은 현재 총 12명으로, 직원 3명, 전문인력 9명 (전기 3, 건축설비 3, 주거복

지 3)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피하우스센터장

인후동 센터 노송동 센터 완산동 센터

(인 력)

(서비스지역)

(비 고)

3명
(직원 0, 전문인력 3)

인후1·2동, 우아1동 
드림스타트권역

인후2동 주민센터 2층

4명
(직원 1, 전문인력 3)

서노송·남노송·중노송동 
지역

노송동 인봉경로당 내

4명
(직원 1, 전문인력 3)

서완산·동완산,
동서학·서서학동 지역

서완산동 완산교 옆 신축건물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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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주택유지관리 지원사업

해피하우스센터의 가장 중심적인 사업 분야는 주택유지관리 지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센터 개소 

초기인 2010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다.

주택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지역 내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내 불편사항을 직접 

방문하여 수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수혜자의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 완벽하게 해결함으로써 서비스 혜택을 받은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센터가 개소된 이후 현재(2013년 12월 기준)까지 주택유지관리 지원 관련 실적을 보면, 약 6천5백여 세대가 

해피하우스 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며,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유지관리 서비스 분야는 29개 항목에 

이르고 있다. 문, 창문, 배선, 전등, 수도 관련, 보일러, 싱크대 등 생활속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의 주거 

불편사항을 서비스한다. 거주자가 노약자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해피하우스의 서비스 분야가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주거생활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찾아가 해결함으로써 만족도가 높은 그야말로 종합적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집수리 안내지도▲ 긴급하자 보수▲ 간단한 부품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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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지관리 지원사업 실적 

•2010년도 : 1,343세대         (인후2동) 

•2011년도 :   894세대 3,610건(인후1·2동, 노송동, 완산동) 

•2012년도 : 1,553세대 7,076건(인후1·2동, 우아1동, 노송동, 완산동, 서학동) 

•2013년도 : 1,779세대 7,217건(인후1·2동, 우아1동, 노송동, 완산동, 서학동)

구분
(2013년
12.31)

계 전기분야 건축·설비 분야 기 타

비
고세대 건수

콘센트
스위치

전원
차단기

간선·
누전
점검

인터폰
고효율
PL등
교체

대문
문·창

욕실·
변기

보일러
점검,
보수

주방
부속류

환기
설비등

건축
잔손
보기

설치
지원· 
상담

방역

계 1,779 7,217 1,339 278 516 143 848 1,035 818 187 191 184 467 603 608

인후 549 2,251 397 101 167 65 220 299 249 22 57 67 204 165 238

노송 637 2,752 559 63 167 48 320 439 318 91 71 34 150 302 190

완산 593 2,214 383 114 182 30 308 297 251 74 63 83 113 136 180

 무상지원 유지보수 서비스 내용 

항     목 서비스 내용

문 부속품
•경첩 보수·교체(철문 제외) •도어클로우저·도어록 교체(디지털 도어록 제외)
•말굽형 스토퍼 보수·교체

창 부속품 •경첩 보수·교체 •장금장치 보수·교체 •레일 및 호차 교체

배선기구
•전기스위치 고정·교체 •전기콘센트 고정·교체 •전기차단기 교체
•도어폰(모기·자기) 교체 •대문개폐기 교체 •환풍기 교체

전등 부속품 •전등안정기 불량 시 교체 •센서등의 센서 불량 시 교체 •고효율등(32W) 교체

가구류(주방가구 등) •경첩 보수·교체

양변기(좌변기)
•양변기 주위 백시멘트 보수  •물내림 버튼·조절대 등 부속품 교체
•옥외 화장실 볼탑 등 부품 교체 

세면기 •폽업 트랩·조절대 등 부속품 교체 

타일 •줄눈 탈락부위 보수 및 교체

수도꼭지류 •누수 시 보수(패킹교환에 한함)  •수도꼭지 교체(가로꼭지에 한함)

실리콘(코킹) •창호·문·주방가구·세면기·욕조부위 보수

보일러 •보일러 분배기 교체

홈통 •선홈통 교체

싱크대 •싱크대 하부 배수통 및 호스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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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에너지의 푸근함을 전달하는 에너지 성능개선 서비스사업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보급사업에 참여하다

그린홈(빌리지) 사업은 정부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 가구를 보급하려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마을단위(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사업비를 보조하였고, 2013년 보조율은 

국비가 40%이고 자부담이 60%이었다. 해피하우스센터에서는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

너지센터에서 추진하는 그린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에너지 자급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였다. 태양광·

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이 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태양광 

중심으로 노후 주거지역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린홈 사업은 당초 군 지역 농촌마을이나 도시의 농촌동에서 벌이던 사업으로 도심 주택가에서는 전주

시가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전주시의 경우 2009~2010년까지 57가구(그린홈 39, 그린빌리지 18)가 신청을 하였으며, 자부담 50% 중  

도비 1백만원과 시비 1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3Kw를 설치할 경우 17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가 8.5백만원(50%)이고, 자부담이 8.5백만원

(50%)이지만, 도비와 시비로 2백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자부담을 6.5백만원으로 낮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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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후2동을 그린빌리지로 가꾸어 가다

전주시는 그린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인후2동(금평초 일원) 해피하우스 권역을 선정하고 권역 내 230가구를 

대상으로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30여 가구를 선정하였다.

2011년 말 태양광 시공업체가 선정돼 집집마다 태양광 모듈배치에 대한 구상에 이어서 사업승인을 마쳤다. 

3Kw태양광 발전설비 시설에 드는 비용은 대략 1100만원 정도이며,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 프로젝

트에 따라 금평초등학교 주변 마을이 선정되면서 사업비 가운데 400만원을 지식경제부가 지원하고 200

만원은 전주시가 지원하였다.

인후동의 태양광 사업은 이 지역이 2010년 초부터 ‘해피하우스’ 권역으로 관리되면서 출발되었다. 해피

하우스 사업으로 전주시와 주민간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금평초등학교 주변 주민들은 2011년 6월에 시로

부터 그린빌리지 제안을 듣고 통장들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 이 사업을 위한 협의체까지 만들었다.

이후 전문기업 선정을 위한 희망가구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설치전문기업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신청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 후 사업 착공에 들어갔다. 설치전문기업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2011년도 전북에서 5개 업체를 고시하

였다.

금평초등학교 주변 30가구는 태양광 빌리지 사업으로 연간118.2Kw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 

52.5t을 절감하게 되었다. 월 400Kw의 전력을 쓰는 가구가 3Kw를 자가발전하면 매월 전기료 7만500원 

가운데 6만4000원을 절감할 수 있고, 약 

4년이면 주민이 부담한 투자비 회수가 가

능하게 된다.

전주시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

지 1년간 243백만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

해 왔으며, 그린빌리지(green village)사

업 혜택을 받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인

접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요청을 긍정적

으로 검토하여 주변 단독주택 밀집지역

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인후동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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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마을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노후된 마을에 새로운 옷을 입히다

해피하우스센터의 활동은 개별 주택건축물의 유지관리 범위를 넘어 주거지 환경에 대한 개선 활동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마을개선 희망사업으로 골목길 정비, 조도개선을 위한 경관

조명등 설치, 노후 담장 도색, 주민 쉼터 및 꽃밭 조성, 주민소식 알림판 설치 등 주민생활의 편리함과 환경적 

개선을 위한 사업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32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피하우스 서비스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마을개선 희망사업이 진행되었다. 

 마을개선 희망사업 추진현황 

년도 사업비 사업내용

2011년
150백만원 

(도비 125, 시비 25)

골목길 환경정비, 주민쉼터 조성
•인후센터 : 모래내6길 골목길, 작은모래내3길 골목길 정비
•노송센터 : 얼굴 없는 천사의 거리 환경 정비, 물왕멀3길 골목길 정비
•완산센터 : 가락지구 옹벽 도색 및 녹화, 매곡로변 주민 쉼터 설치
※ 공 통 : 주민소식 알림판 설치(5개)

2012년
 75백만원 

(도비 25, 시비 50)

조도가 낮은 골목길 경관조명 설치, 노후담장 보수 및 도색
•인후센터 : 경관조명 설치(인후2동 반태산길, 작은모래내길, 우아1동 장재길)
•노송센터 : 경관조명 설치 및 담장 도색(관선4길)
•완산센터 :  노후담장 보수 및 도색(완산동 강당2길) 경관조명 설치(동서학동 서학3

길, 서서학동 서학1길) 

2013년
100백만원 

(도비 50, 시비 50)

조도가 낮은 골목길 경관조명 설치, 주민쉼터, 꽃동산 조성 등
•인후센터 : 골목길 조도개선 경관벽등 설치
•노송센터 : 꽃동산 조성(마당재1길 5-3 옆), 주민 쉼터 조성 (인봉북로 기자촌) 
•완산센터 : 서완산동 유기전1길, 빙고리길 골목길 조도개선 경관벽등 설치
※ 주민과 함께 하는 골목길 담장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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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목길 환경개선(경관조명, 도색, 벽화)

사업전 사업후

경관조명 ▶

도색(1) ▶

도색(2) ▶

벽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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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간 소통을 위한 주민 쉼터 조성

사업전 사업후

주민 쉼터(1) ▶

주민 쉼터(2) ▶

3. “우리동네 이야기” 주민소식 알림판 설치

사업전 사업후

“우리동네 
이야기”

주민소식
알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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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꽃동산, 펜스, 옹벽)

사업전 사업후

꽃동산 ▶

펜스 ▶

옹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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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은 내 손으로 가꾼다

마을 환경개선사업과 함께 해피하우스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업이 주택리폼 교육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내 불편한 곳을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자발

적인 주택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리폼 교육에 약 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도 전주시와 전주시 건축사회는 재능나눔협약을 체결하고 주택 개보수를 위한 물품기증과 함께 

센터별로 건축 관련 상담을 정례화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사업지역 내 단독주택 신·증축, 건축 

신고건에 대한 건축설계를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노후 단독주택의 건축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주택관리에 있어서 벽체, 창호 등의 단열성능 개선을 위하여 공동구매와 공동시공사업을 시행하여 

냉난방의 효율적 관리와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협의회 및 대표자를 선정

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세대별로 개별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효과와 신뢰도를 높였다.

년도 2012 2013

기간 2012년 10월 10일 ~ 10월 25일(3주간)
•2013년 5월 14일 ~ 5월 23일(2주간)
•2013년 9월 25일 ~ 10월 11일(2주간)

교육횟수 총 9회(센터별 매주 1회씩 3회) 총 6회(센터별 매주 1회씩 2회)

장  소
인후2동주민센터 2층 
노송동 인봉경로당
완산해피하우스센터

인후2동주민센터 2층
노송동 인봉경로당
완산해피하우스센터

참여인원 55명(연인원 165명) 69명(연인원 138명)

교육내용
•씽크대·양변기·세면기 부속품 교체방법
•전기 콘센트 점검 교체, 보일러 고장시 대처방법
•균열·틈새 실링방법, 하수구 막힘 조치방법 등

•씽크대·양변기 부속품 교체방법, 씽크대 막힘조치방법
•타일줄눈처리, 문손잡이 교체, 실리콘 사용방법
•전기차단기 점검, 전기스위치, 콘센트, 전등교체 방법 등

매우도움

도움

보통

도움이안됨

모름

이번 교육이
수리 수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85%

13%

2%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모름

실습위주
교육
만족도

56%

4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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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공동텃밭을 가꾸어 가다

해피하우스센터가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마을 내 공터를 

활용한 공동텃밭 가꾸기 활동을 들 수 있다. 공동텃밭은 농작물을 생산함으로써 생활에 도움이 될 뿐더러 

마을 내 방치된 공간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마을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웃과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고 관계가 개선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자원봉사단체의 협력 및 주민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해피하우스센터가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13년 5월 완산동 지역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가락지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텃밭 가꾸

기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앞으로 주거지역 내 커뮤니티 형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대학생 자원봉사대와의 발대식 ▲ 대표자 월례회의

▲ 텃밭 만들기를 위한 자갈고르기 ▲ 마을공동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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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웃음과 행복을 주는 해피하우스

•더 많은 시민들에게 해피하우스의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다

해피하우스 사업을 4년 동안 운영하여 왔으나 아직도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시민들이 많이 있다. 특히 

센터 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택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센터에서는 사업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홍보내용은 주택 유지관리, 에너지효율 개선, 주거복지 서비스, 무료 건축상담, 집수리 리폼 교육, 무료 

공구 대여, 주택 단열·창호 공동 구매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해피하우스 사업 전반에 대하여 설명

하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별 지정 장소에서 길거리 홍보활동과 알기 쉬운 사업안내가이드, 집수리업체 안내지도 등을 제작·

배부함으로써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완산센터▲ 노송센터▲ 인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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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하우스센터 사업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9년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해피하우스 사업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추진되

었고, 2012년 국비 지원 중단으로 사업 위기를 맞았으나, 해피하우스 사업이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선정

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주시 자체 사업으로 3년에 걸쳐 시비 22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26,000여 세대가 혜택을 받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해피하우스 사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매년 주민의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피하우스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다.

해피하우스센터는 노후 주거지 쇠퇴의 악순환을 탈피하는데 필요한 주택관리 컨설팅 기능 강화 및 주민

공동체 주도의 마을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비 확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공감대 확산을 통해 노후 주거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거지 재생 모델 창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주시는 단독주택의 성능 개선과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해피하우스 사업으로 추진하여 노후주거지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마을재생의 선도적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우불만족 0%보통 3%

2012년

•조사세대 : 300세대

•만 족 도 : 97%

매우만족 69%

만족 28%

만족 10%

매우불만족 1% 무응답 0%

2011년

•조사세대 : 226세대

•만 족 도 : 98.7%

매우만족 89%

매우불만족 0.3%

보통 3%

•조사세대 : 300세대

•만 족 도 : 96.7%

매우만족 60.7%

만족 36%

2013년

▲ 해바라기 식재▲ 집수리 교육▲ 골목길 담장 도색





상업 및 공업지역 
재생

➊ 상업활동의 활성화 「문화관광형 시장과 청년몰」

➋  공업지역의 활력증진 「산업단지 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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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상업활동의 활성화 「문화관광형 시장과 청년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을 둘러싼 유통환경은 2003년도부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의 진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전통시장 및 원도심 지역의 상점가가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대형 자본과 경쟁

하여야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노후화된 점포, 불편한 쇼핑환경, 부족한 편의시설, 상인 불친절, 경영

마인드 부족 등의 이유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지역경제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왔으며, 

대형 자본에 의한 자금의 역외 유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2004년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전주시에서는 대형마트와 경쟁하여야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고객지원

센터, 아케이드, 공중화장실, 진입도로 확장 등 상업 기반시설 확충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상인

대학 운영, 특가판매, 할인판매, 택배서비스 제공, 문화행사, 가요제 개최, 공동저온창고 신축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 중앙시장 아케이드▲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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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및 상점가 현황 ◎

시 장 명 소 재 지 상가대표 판매품목 비고

중앙상가  완산구 태평3길 70 김 연 제 의류, 귀금속

남부시장  완산구 풍남문1길 19-3 하 현 수 식당, 주단

모래내시장  덕진구 모래내4길 8-8 임 승 기 농수산물

동부시장  완산구 충경로 109 장 판 옥 과일, 야채

서부시장  완산구 효동2길 18 박 동 희 의류, 야채

신중앙시장  완산구 태평5길 33 반 봉 현 잡화, 의류

풍남문상점가  완산구 풍남문3길 19 김 홍 기 주단, 잡화

동문상점가  완산구 동문길 50 이 종 근 인쇄, 의류

전자상가  덕진구 기린대로 317 김 종 성 음향, 영상

서부시장상가  완산구 효동2길 18 박 동 희 식당, 잡화

◎ 추진사업내용 ◎                                         (단위 : 백만원)

시 장 명 추진 사업 내용 사업비 비고

계 46,155

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주차장 5,440

남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주차장, 저온창고 16,121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저온창고, 공중화장실 5,202

동부시장  소방공사 333

풍남문상점가  전통체험관, 주차장 5,162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8,488

동문상점가  동문문화센터, 경관거리, 조형물 5,40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은 주차장 등 상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쇼핑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인 의식 변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선진 경영기법 도입으로 다시 찾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고, 고객

수 및 매출액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시설 현대화사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후로는 경영현대화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고객 유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창출에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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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풍남문상점가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2003년부터 추진되어 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이 주차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등 기반시설 

확충에 치중한 경향이 있어, 상점가 활성화에 있어서 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2009년도에 경기전, 풍남문, 한옥마을 등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상점가를 동문·풍남문

상점가에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었다. 

사업 구간은 동문상점가, 풍남문상점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이었다. 소요 

예산은 총 8,150백만원으로 국비 4,894백만원, 시비 3,225백만원, 자부담 31백만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 

으로는 동문상점가는 동문문화센터 신축, 경관거리 조성, 간판 정비, 한전주 지중화 등이며 풍남문상점

가는 풍남문전통체험관 건립, 한전주 지중화 등이다. 

그간 추진사항

•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선정 : 2009. 3 

• 기본계획 연구용역 시행 및 추진계획 수립 : 2009. 6~11 

• 동문문화센터, 풍남문전통체험관 부지 매입 : 2010. 2~11 

• 동문문화센터 설계용역 : 2010. 5~12 

• 경관거리조성 등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 2010. 8~ 2011.  

• 동문문화센터 신축 : 2010. 12~2011. 8 

• 풍남문 전통체험관 건립 : 2011. 5~10 

• 동문상점가 경관거리 조성 : 2011. 6~2012. 12 

• 동문상점가 간판 정비 : 2013. 1~12

▲ 동문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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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풍남문상점가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은 도심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문·풍남문상점

가에 문화센터 신축, 전통체험관 건립, 한전주 등 지중화, 간판 정비, 경관거리 조성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전 

15개소의 빈 점포가 지금은 모두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다, 

사업완료 후 지가가 2~3배 정도 상승하고 업종도 카페, 옷가게 등 고부가가치 점포로 변화하고 있어 한옥

마을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 매출액이 상승하는 등 상점가가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상가 가꾸기, 문화·예술행사 개최, 상인대학 운영 등을 통한 경영마인드 혁신

으로 다시 찾는 상점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 전주 동문예술거리 페스타

2012년 처음 시작한 동문예술거리 페스타는 동문예술거리추진단, 동문예술거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여 

지역 주민, 시민, 예술인들이 함께 마련한 지역문화 행사이다. 2013년도에는 봄과 가을 두 차례 개최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 동문예술거리 페스타 ◎

명 칭 일 시 프로그램 운 영

전주시민놀이터 
오픈하우스·동문예술거리페스타

’13.3.30~4.6
동문예술장터, 스탬프 이벤트&쿠폰  

“동문의 보물을 찾아라”, 
거리 투어, 동문등 밝히기, 거리공연

26개 프로그램
참여자 360여 명
관람객 4,830 명 

동문예술거리페스타
’13.8.15 
~8.21

야한(夜寒)시장, 동문조형물 및 미디어 파사드, 
동문Store in Art, 공간기획전, 부대행사 

50여개 프로그램
참여자 420여 명
관람객 8,000여 명

▲ 풍남문상점가▲ 동문상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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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30일~4월 6일까지 개최한 동문예술거리 페스타는 ‘예술로 깨어나는 동문 봄맞이 페스타’라는 

주제로 동문예술거리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때에는 전주시민놀이터 개관식 행사와 함께 하였으며, 24개 세부 프로그램에 행사 참여자만 360명에 

달하고 관람객 수는 4,830명에 이르렀다. 

행사의 특징은 전주시민놀이터 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및 7080 낭만을 컨셉으로 축제를 구성하였고, 

지역 상점, 문화공간과 연계한 스탬프 이벤트와 거리투어로 예술거리 특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어 2013년 8월 15일에서 8월 21일까지 개최한 전주동문예술거리 페스타는 ‘야한축제! 동문거리엔 만남과 

약속의 동문탑이 있다’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행사 장소는 마찬가지로 동문예술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개최

되었으며, 야한시장, 미디어 파사드, 공연, 스토어 인 아트 전시 및 부대행사 등으로 행사가 구성되었다. 

전체 프로그램은 약 50여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420명의 행사참여자와 8,000여 명의 관람객이 

행사를 찾아 관람하였다. 

이 행사의 특징으로는 지역 주민회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 참여형 거리축제, 한옥마을 등 주변의 공간적, 

관광적 요인을 분석한 여름밤의 젊은 축제, 동문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는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특성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행사 후 현장 관객 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재방문 의사가 높게 나타났고, 관람객 중 젊은 여성

▲ 동문예술거리 페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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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유입이 많았으며, 좋았던 프로그램과 지속요망 프로그램이 일치해 발전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 그

리고 전반적으로 페스타에 대한 관람객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민 참여형 축제로서 많은 가

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문예술거리는 물리적 환경정비와 다양한 문화예술축제가 결합되면서 본격적인 지역재생의 모델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 남부시장 청년몰 

청년장사꾼 투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장사꾼 육성 청년몰 조성을 

계획하고, 상인간의 화합을 위한 문화동아리 운영(풍물, 민요교실) 및 고객 유입을 위한 주말 청년 야시

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장 현장 체험 및 투어 안내와 화장실, 전기시설 등 시장 내 공용공간 수리 및 

대청소 등 환경개선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남부시장청년몰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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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개년 동안 7.5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청년장사꾼 육성 및 청년몰 조성의 경우 1차년도인 2011년에는 청년장사꾼 아카데미 운영 및 시범점포 

2개소를 조성하고, 청년장사꾼 아카데미(10명) 청년들의 시선을 전통시장으로 전환, 수료자 중 사업계획

서를 심사하여 2개소를 시범점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차년도인 2012년에는 총 12개소의 청년몰을 조성하여 남부시장 2층 빈 점포 밀집 공간을 대상으로 청년

장사꾼 모집, 사업계획서 심사·선정 후 리모델링, 창업 컨설팅, 2012년 임대료, 문화체험 마케팅 지원, 

언론 홍보 활동 등을 시도하였다.

3차년도인 2013년에는 총 21개소로 청년몰을 확장하고, 상인들이 창고로 사용하는 빈 점포를 정리하여 

청년장사꾼을 추가 입점시키고 있다. 이 경우 리모델링, 임대료 등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자부담으로 

입점하는 점포도 사업계획서 심사 후 선정하고 있으며, 청년몰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상인 문화동아리로 풍물, 민요 2개반을 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인간 화합 기여, 시장 

내 주요 행사 시 공연단 활동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3차년도(2013년)는 예산지원 없이 자체 회비로 

운영 중에 있다.

한편 5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저녁에는 정기 야시장을 개장·운영하고 있어 전통시장의 

관광객 유입 및 청년몰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고령화된 상인, 낙후된 시설, 식료품 위주의 상행위가 중심인 시장의 이미지를 벗어나 청년

몰을 중심으로 야시장, 청소년 및 일반시민, 시장상인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쇼핑과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이미지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통시장의 지속가능성과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확보할 

▲ 남부시장 청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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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청년과의 결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좋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결과 전국 청년단체 및 각급 기관에서 연간 70여건 이상의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시장투어 안내 등이 있

었다.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홍보 및 야시장 등의 문화콘텐츠 마련은 지역 전통시장의 관

광화에도 한몫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남부시장 청년몰은 청년회관(2013년 6월 오픈)을 중심으로 청소년 시장 문화 체험장, 다양한 사회

네트워크 모임, 지역 사회 이슈 포럼 개최 등 소셜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한옥마을과 연계

한 시장 미션투어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관광객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 남부시장 청년몰 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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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공업지역의 활력증진 「산업단지 재생사업」

⊙ 전주시 공업지역의 성장과 문제점

1960년대 후반 조성된 전주 제1지방산업단지와 1980년대 후반에 조성된 전주 제2지방산업단지는 오늘날

까지 약 40여년간 전주시 산업·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의 산업단지는 1970,80

년대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과 그에 필요한 공간이 중심이 되어, 최근의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도로, 녹지, 주차장 등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되어 산업

단지 내 생산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공업단지가 조성되던 시기의 팔복동 지역은 도시의 변두리 지역으로서 기존 시가지의 주거, 상업 등의 활

동에 큰 영향이 없는 외곽 지역에 속해 있었지만, 도시의 성장에 따라 금암, 덕진, 효자, 송천동 지역이 

시가화가 되면서 팔복동과 도로 하나를 경계로 인접하게 되어 자연적으로 공업단지가 시가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업기능과 타 기능간의 마찰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팔복동 지역은 산업단지 이외에 

주변에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점적으로 입지된 공장과 산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과 혼재되어 각각의 기능들이 서로 원활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혼재 지역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적 관리가 미흡한 상태로 수십 년을 유지해 오면서 기반시설 노후화 및 부족은 물론 토지이용 

측면에서의 불합리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재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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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 그동안의 노력

전주시에서도 이러한 지역적 상황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주로 산업단지 중심의 신규 사업과 지역 내 소규모 환경정비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최근의 산업 수요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전까지는 새로운 

정비를 위한 시도에만 그치고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공업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경제적 측면에 따른 공업용지의 수요 부족, 토지 혼재로 

인한 보상, 민원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해결의 돌파구를 쉽게 찾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주시 산업경제의 새로운 변화 움직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주는 탄소산업을 지역경제의 중심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진행

하였고, 현재에는 국내 유일의 탄소소재 연구개발 및 생산기술 인프라가 갖추어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운영하면서 탄소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탄소분야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 제품생산은 관련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산업 수요는 공업용지 수요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탄소산

업과 관련된 인쇄전자, 신재생에너지, 기계, 부품소재 등의 산업이 활력을 나타내면서 새로운 산업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탄소섬유(Carbon Fiber)는 첨단 신기술로 만들어 낸 수퍼섬유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강도를 자랑하는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미국의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이 지난 1879년 개발에 성공했으나 높은 수준의 

신성장 산업의 거점축 형성

생산 + R&D, 업무, 지원기능

에너지 자립 기업 + 정부 + 주민
광역경계권

중심역할 수행

탄소산업중심의
융·복합산업 육성

복합기능형 정비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

친환경
Echo
Industri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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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이 요구돼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 독점적으로 생산해 왔다. 탄소원자 특성이 초경

량과 초고강도, 초내마모 등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소섬유 1㎟당 700㎏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 3000℃의 초고온에도 견딜 수 있다. 철보다 5배 이상 강한 강도와 강철도 녹아내리는 초고온에도 

끄떡없는 탄소섬유는 지금껏 인류가 만들어 낸 섬유 가운데 꿈의 신소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꿀 신소재산업의 급부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섬유를 비롯한 첨단 신소재 활용

을 위한 기술개발과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21세기 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섬유는 최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강도 경량화 복합소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기, 자동차, 

자전거, 풍력발전 날개 등 이용분야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세계 탄소섬유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연간 5만톤 정도로 추산되며, 국내 시장 규모는 2,400톤 수

준으로 연간 11%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2020년에는 세계 시장 규모가 연간 13만톤(50억 달러 이상)으로 급속히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

섬유를 활용한 탄소복합재료 시장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탄소섬유 관련 산업 시장은 2020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3만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는 등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꿀 

신소재산업의 급부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섬유를 비롯한 첨단 신소재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전주시는 일찍부터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탄소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효성과 공동으로 탄소섬유 

양산 기술개발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일본이 지배해 왔던 세계 탄소섬유 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주)효성은 일본 기업에 비해 뒤늦게 탄소섬유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가격경쟁력에서 앞서 세계시장 경쟁에서 

결코 뒤질게 없다는 판단이다. 

경북 구미에 들어서는 도레이사 탄소섬유 공장은 공정의 70%를 차지하는 원사(PAN)를 일본에서 제조해 

한국으로 수송한 후 섬유를 생산하는 구조로, 세계 시장 경쟁을 위한 원가절감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주)효성은 원사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주에서 일괄체제로 생산,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탄소섬유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 (주)효성 1조2천억원 투자협약 체결식▲ 탄소산업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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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효성은 전주공장 준공을 계기로 2013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해 연간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를 

생산한데 이어, 오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조2000억원의 투자를 통해 생산규모를 연 1만7,000톤 규모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효성의 탄소섬유 생산으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시장은 앞으로 

국산 탄소섬유로 대체가 가능하게 됐으며, 연간 수입대체 효과는 연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전주 탄소산업의 핵심적 강점 요인 중 하나는 관련 인프라 구축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친환경첨단복합산

단에 둥지를 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내 탄소산업의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고, 탄소산업 육성에 필

요한 전문인력을 키워내는 인력양성 시스템도 구축됐다. 탄소산업과 연계해 창업보육의 요람이 될 국내 

최초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가 지난해 11월 전주에 문을 열었다. 창업보육센터는 2016년 이후 

신규 고용인원 150명, 매출액 150억 규모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들어설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가 가세하면 오는 2017년께는 300개 탄소 전문기업과 2000여 명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예정이다. 

이로써 전주에 탄소산업과 관련한 연구기관과 원료생산, 인력양성, 제품개발의 4박자 인프라가 모두 갖춰

지게 됐다. 이는 연구개발과 원료생산,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관련 기업 육성 지원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모두 구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라북도에서도 전북을 탄소소재 메카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섬유에 집중되어 있는 탄소소재 산업을 탄소원료-탄소섬유-탄소복합재-부품-완제품

으로 이어지는 테마형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어 탄소산업을 통한 전주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 대형 국책사업의 진행과 관련 제도의 정비 

•대형 국책사업의 진행

산업적 여건 변화 이외에도 전주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산업, 경제활동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 성장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새만금사업이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 첨단과

학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인근 만성지구 및 혁신도시의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이 계획되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산업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연구클러스터 조성, KIST 전북분원 설치,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대학 연구활동 증가 등 전문인력 양성과 

고급인력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이런 최첨단 연구가 산업발전으로 이어져 기존 산업기능이 한 단계 더 발전

하고 첨단화된다면 대형 국책사업에 걸맞는 질적 성장도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업 관련 여건 중에 주목할 만한 긍정적 요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2009년 새롭게 개정된 산입법은 기존 물리적 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이 중심이 되던 

노후 산단의 재정비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을 하였다. 특히 종전에는 산업단지만을 중심으로 재정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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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으나, 금번 개정법률은 산업단지 이외에도 공업지역 및 주변지역까지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업의 내용도 환경정비 외에 기능적 정비, 업종의 고도화 등을 동시 마련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제도, 

절차의 간소화, 자금의 운영 등에 대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주 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마련, 효과적인 사업시행을 통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사업계획이 요구 된다.

전주 산업단지 현황

제1산업단지

•조성기간 : 1967-1969 

•면적 : 1,683천m² 

•용도별 면적 :  산업(1,169), 공공(400), 지원(114), 

녹지 : 0천㎡  기타 : 0천㎡

•분양율 : 100% 

제2산업단지

•조성기간 : 1984-1987 

•면적 : 687천m² 

•용도별 면적 :  산업시설(531), 공공시설(129), 

지원시설(27)

•분양율 : 100% 

▲ 전주 제1, 제2 지방산업단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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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산업단지 현황 ◎             <2013년 4분기 기준 : 전주시 자료>

업종별
입주기업체수(개) 고용인원(명)

계 가동 휴·폐업 건설 중 미착공 계 남 여

계 235 224 1 9 1 6,086 4,629 1,457 

음식료 12 12 - - - 268  166 102 

섬유·의복  34 33 1 - - 984 273 711 

목재·종이 8 8 - - -  870  828 42 

석유화학 15 15 - - - 1,422 1,331 91 

비금속 11 11 - - - 136 118 18 

철   강 17 17 - - - 194 161 33 

기   계 38 37 - 1 - 789 690 99 

전기·전자 59 57 - 1 1 981 722 259 

운송장비 5 5 - - - 205 152 53 

기   타 16 16 - - - 117 86 31 

비제조 20 13 - 7 - 120 102 18 

업종별
입주기업체수(개) 고용인원(명)

계 가동 휴·폐업 건설 중 미착공 계 남 여

계 235 224 1 9 1 6,086 4,629 1,457

전주 제1 131 129 1 　 1 3,939 2,808 1,131

전주 제2 19 19 　 　 　 917 847 70

전주도시첨단 58 58 　 　 　 662 502 160

전주친환경첨단
복합(1단계)

19 16 　 3 　 488 395 93

전주친환경첨단
복합(3-1단계)

1 1 　 　 　 70 69 1

전주시자원
순환특화

7 1 　 6 　 1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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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산단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의 시행

전주 제1산업단지는 1969년에 조성되어 그동안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도 휴비스와 전주페이퍼 등 129개 업체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성된 지 40년이 넘도록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탓에 지역경제의 견인차였던 산업단지는 공장시설의 

노후화 및 기반시설의 미비로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주시는 노후한 산업단지와 주변 공업지역의 재생을 통하여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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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개설 및 확장 11개 노선

(5.7㎞), 공원 6개소(46,914㎡), 주차장 7개소(24,997㎡), 녹지 4개소(18,620㎡)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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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격적인 재생사업 시행을 위해 2013년 4월 18일 용역수행자 선정을 마치고 4월 25일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과 업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 6월까지 시행계획(실시설계)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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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에 이어 2020년까지 체계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증진하고 

신성장 산업의 거점축 형성을 점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노후한 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줌은 물론, 생산주체인 사업주, 근로자와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생산기능의 재생적 역할과 친환경성을 모두 갖춘 미래지향적 산업단지로 재창

조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기업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게 되면 매출액이 향상되고 

고용인력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교통 분산 효과와 물류

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 주민 및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가 노후화된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점진적으로 재편

되고 입주기업의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현재 개발 

중인 친환경 탄소산업과 함께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참여형 
생활문화 재생

➊ 「우리는 동네에서 논다」, 완산골 축제

➋  「가슴속에 꼭꼭 숨겨둔 소중한 꿈을 찾아드립니다」, 서학예술제

➌  「전주 북쪽의 수호신 북현무를 아십니까?」, 거북바위 이야기 축제

➍  「막걸리 한잔에 신명나게 놀아봅시다」, 삼천동 막걸리 콘서트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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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우리는 동네에서 논다」, 완산골 축제

⊙ 마을의 고민을 꺼내놓다

2012년 10월 떠들썩한 소리가 완산골에 가득차 있다. 마을재생 코디네이터협의회와 완산동 주민자치위

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마을축제 한마당이 완산골에서 벌어졌다. 

완산동은 전주시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전주시에서도 대표적인 낙후 주거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다. 

완산칠봉이라는 이름난 장소를 가지고는 있지만 시민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는 부족하고, 동학 및 전주 근대

역사의 다양한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크게 알려지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던 지역이다.

▲ 완산동 현황



133

7. 주민참여형
생활문화 재생

이러한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기본으로 한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지역공간을 활용하여 완산칠봉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전주시민에게 완산동의 지역가치를 

알리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완산동과 완산칠봉은 전주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지명 중의 한 곳이며, 과거 전주시민에게 완산칠봉은 휴양 

및 여가의 장소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현재 지역민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서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연령대가 높아 마을의 활력이 낮고, 젊은층의 경우 대부

분 낮 시간에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마을 내에서 문화적 활동과 주민간의 교류가 적은 상황이었다.

오랫동안 완산동에 거주한 주민들은 완산동이 완산칠봉 때문에 지역발전이 안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지

배적이며, 특히 완산칠봉 인근지역이 5층 이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5층 이상 건물은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완산칠봉은 완산동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심정적으로는 애증의 대상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완산동에 사신 

분들은 연로하고 경로당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며, 새로 이사 온 젊은 사람들은 주민과의 소통이 없는 상황

으로 완산동에 대한 관심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완산동은 문화적 소외 지역화가 되어 가고 있다.

완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완산동으로 이사 온 젊은 사람들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떠나는 동네로 생각하고 있으며, 완산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완산초 발령을 꺼려할 정도라고 한다.

⊙ “우리는 동네에서 논다”

완산동은 마을의 역사만큼이나 놀거리와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장소, 문화,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것을 하나로 묶는 마당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부분을 

주민과 마을재생 코디네이터협의회, 전주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완산동주민센터, 완산초등학교, 

그리고 전주시 도시재생 대학생서포터즈가 함께 힘을 모아 놀거리를 마련하였다.

‘동네에서 논다’. 동네는 그렇게 놀만한 장소임에 틀림없다. 노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한 번의 왁자지껄한 

행사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와 기회 제공을 위함이었다. 

마을행사는 마을의 대표 공간인 완산칠봉 아래 휴식공간(삼나무 숲)과 주차장을 중심으로 주민이나 시민

들이 문화향유 기회를 갖고, 주민간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완산동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고자 하였다. 

완산동의 지역가치 인식을 통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전주시민에게 지역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민이 사업기획과 운영에 참여하여 주민간의 이해와 

소통, 주민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완산동 지역문화예술동호회 활

동과 전주지역의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지속가능한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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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놀거리 마당이 준비되었다

완산골 축제는 크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과 행사 본과정으로 구분되었다. 두 가지 모두 참여와 놀이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준비가 곧 본 행사였다.

지역 어린이의 참여를 위한 그림대회, 사업을 위한 행사장 주변 대청소, 완산골을 알리는 잔치놀이 등을 

통해 축제의 흥을 북돋우고, 주민이 화합하고 하나 되는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 완산골 축제 준비 및 행사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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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공연에는 완산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마음껏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 어린이들의 오카리나공연과 기타연주, 시낭송, 난타와 퍼포먼스, 주민들의 장기자랑, 문화예술동호회 

공연, 풍물패 공연과 함께 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다짐이 이어지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되었다.

⊙ 완산동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

이번 행사는 완산동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지역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이 가지는 장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으며, 완산칠봉에 대한 지역 주민의 피해의식을 

줄이고,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만들어 졌다.

특히 행사를 준비하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를 통해 주민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크기를 인식하고 

한편으로는 주민간의 이해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역민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여 주민간의 이해와 소통, 지역공동체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과 지역축제로써 주민들의 관심 및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낸 부분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행사를 찾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는 완산동과 완산칠봉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다시 찾을 

수 있는 휴양과 여가 그리고 문화의 장소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지역의 축제로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획,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 

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지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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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가슴속에 꼭꼭 숨겨둔 소중한 꿈을 찾아드립니다」, 서학예술제

⊙ 예술인과 주민들이 함께 마을잔치를 벌이다

어렸을 때 가수가 되고 싶었던 쌀집 아저씨, 극장광고 포스터를 그리며 화가를 꿈꿨던 식당 주인, 서학예

술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연이다.

서학예술촌만들기 주민협의회(회장 조철주) 주관으로 지난 2012년 5월 25일부터 3일간에 걸쳐 동서학동 

주민센터 뒷골목에서 마을거리축제인 제1회 서학예술제가 열렸다.

주요 행사로는 행위예술 시연 및 음악공연, 너만 가수냐? 장기자랑 코너, 거리 퍼포먼스, 자작시 낭송, 예술 

강좌 등 다채로운 행사와 더불어 작가집 탐방, 초상화 그려주기, 추억의 사진전, 술빚기 체험을 비롯하여 

할머니 자수생활작품 전시·판매도 함께 이루어졌다.

◎ 서학예술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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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학동과 서서학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서학예술촌에는 200가구 500여 명의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으며, 전주의 명물인 한옥마을과 전주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형성된 지리적 강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2009년 이형로 작곡가 김저운 소설가 부부의 입주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가들이 하나 둘씩 

모여 들면서 현재는 8가구에 20여 명의 작곡가, 화가, 행위예술가, 설치미술가, 사진작가, 국악인, 연주자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생활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간에도 이들의 모습이 여러 차례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언론에 비춰지면서 관심 있는 시민과 

작가들로부터 문의전화 및 방문이 이어지는 등 좋은 반향을 불러 일으켜 왔다.

이들 예술가들은 지역 주민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삭막한 도심 생활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주변의 호의적인 평가다.

특히, 이곳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은 앞으로도 마을주민 1인1기, 문화반상회, 문화벼룩장터, 서학예술촌

지도, 마을벽화그리기 등 차별화된 전통예술촌 가꾸기를 다양하게 시도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 서학예술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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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축제의 장을 열다

서학예술마을거리축제라는 이름으로 2013년 5월 18일 두 번째의 마당이 서학동에서 펼쳐졌다. 2012년에 

비해 훨씬 다양해지고, 풍성해진 내용으로 주민과 예술인이 만난지 2년을 자축하는 모습이었다.

행사장인 서학3길은 예술촌의 중심지이며, 예술마을의 거점공간으로 장소적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오전부터는 난장이 마을에 펼쳐지고, 거리 및 갤러리에서 전시활동, 예술인 작업실을 통해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오후에는 무대공연과 뒷풀이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축제의 메인인 거리공연에는 서학동 풍물반을 비롯한 주민, 예술가, 지역 어린이, 초청 예술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가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축제의 배경속에는 서학동 예술인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에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지역자원을 만들어내고 그 자원을 통해 지역을 천천히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참여 예술인도 다양하다. 조각, 음악, 미술, 자수, 연극, 문화, 인테리어 등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고, 그만

큼 지역 활동도 다양하게 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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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서학예술제 초대의 글

전주천을 발 아래 두고, 머리맡에 학산이 둘러있고, 팔을 뻗치면 교대와 부속초등학교가 다 들어오는 곳. 

거기에 ‘서학예술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넉넉한 인심과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사는 주민들. 각자의 일에 몰두하다가도 시간을 쪼개어 서로를 찾는 

예술인들. 세상 사는 얘기 속에 술잔도 나누고, 노래판도 벌어지는 동네. 

골목 음악회나 거리 전시회도 가끔은 만날 수 있는 곳. 수더분한 동네 사람들 속에 소박한 모습의 예술

가가 깃들어 사는 서학예술마을!

이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제2회 예술제 풍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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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학예술제는 마을공동체 형성에 큰 공헌을 하였다

서학예술제는 주민 자립형 예술제로의 성격을 띠고 2012년 1회를 시작으로 2013년 2회로 이어졌다. 서학

동 예술마을에 몇 년 전부터 작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이들과 원주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예술제가 

기획·출발하였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거리에 무대를 만들고 공연을 하고 전시와 여러 볼거

리를 만들면서 예술인들과 주민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이 생기게 되었다. 

제 1회 때는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예술제를 만들었으나 2회 때는 많은 주민들이 무대에 서고 장터를 스스

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다. 

특히 서학동에 사는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들이 모국의 의상을 입고서 그들의 노래를 불렀는데 많은 이들

의 박수와 공감이 있었다. 또한 서서학동 동장과 동네 초등학생 색소폰 연주도 주민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서학예술제는 주민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아우르면서, 알차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과 함께 하면서 이 지역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행정에 의지하지 않고 협찬

이나 후원 없이 주민과 예술인들이 십시일반하여 만들어 가는 좋은 축제, 동네 축제로 자리잡아가는 서학

예술제의 내일을 기약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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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전주 북쪽의 수호신 북현무를 아십니까?」 , 거북바위 이야기 축제

⊙ 금암동과 거북바위의 인연이 시작되다

금암동은 전주시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전주역, 대학병원, 전북대학교, 터미널 등 여러 공공시설 및 

교육시설과 인접하고 있으며, 1980년 초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될 당시만 해도 부자동네로 소문이 난 

지역이었다.

30여 년의 시간은 아무리 부자동네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버렸다. 기존 앞검암지역을 포함한 금암

동은 건축물의 노후화, 주민의 고령화 등 시간의 흐름속에 점점 쇠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여느 지역과 

비슷한 곳이었다.

더욱이 백제로변의 공공시설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더욱 활력이 낮아지고, 딱히 뭐하나 내세울만한 

장소도, 자원도 없는 평범한 동네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 구) KBS 내 거북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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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쇠퇴화가 진행되던 금암2동이 2011년을 기점으로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전주시에서 

추진한 “동·동·동 마을재생학교” 5개 지역 선정에 있어서 전주시 도시재생 「4+1」 권역 전략에 따라 금암

2동이 권역의 대표지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역 주민들은 반신반의하며 전주시 프로

그램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다른 형태의 유사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컸다.

마을재생학교 진행과정에서 금암동과 거북바위라는 “KBS 역사스페셜”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면서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프로그램 내용은 금암동에 있는 (구)전주 KBS 방송국 안에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는 바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바위의 의미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전주의 사신체계상에서 북현무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바위이고, 이것이 후백제 도성의 골격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위가 가지는 스토리를 알게 되면서부터 바위의 의미가 달리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의미 있는 바

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 해석이 금암동 지역의 특성과 

어울린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재생학교에 참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그렇게 거북바위와 금암동

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 금암동은 전주의 북쪽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이었다

거북바위의 논의는 계속 진행되었다. 그런데 관련 서적과 전문가의 자문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

였다. "KBS 거북바위는 진짜가 아니다고 한다." 그럼 어떤 것이 진짜인가?에 대한 고민이 다시 시작되었다. 

분명 거북바위에 대한 이야기는 지역 주민들의 구전으로 약하지만 흐르고 있던 터라, 분명 또 다른 거북

바위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 결과 현 교통정보센터 아래에 있는 큰 

바위가 진짜 거북바위라는 의견이 훨씬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 교통정보센터 아래 거북바위 ▲ 거북바위에서 본 전주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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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거북바위에서는 구시가지가 조망되지 않는다. 시가지에서 볼 때 고개 넘어 위치하고 있다 보니 그

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새롭게 알아낸 거북바위에서는 시가지가 마치 품안에 담긴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 순간 이 바위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지역의 범위를 넘어 전주시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을 알려야 한다는 의지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거북바위 이야기를 축제로 알리다

거북바위를 지역의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가치를 마련하고, 먼저 지역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마을축제를 

기획하게 된다. 

축제는 마을재생학교 참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손에 의해 축제가 채워지기

를 바라면서 아이들, 어른들 모두 주인이 되는 행사를 준비하였다. 

축제장소 역시 거북바위가 위치한 곳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비록 장소적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리

고 축제라는 행사의 경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거북바위를 알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시작하였다. 

준비기간만도 2개월 이상 걸렸다. 8명의 마을재생학교 회원들이 직접 준비하고 마련한 축제인지라 준비과

정에서 나누었던 기억이 현재까지도 회원들의 결속에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드디어 2012년 9월 14일 제1회 거북바위 이야기 축제가 개최되었다. 우중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였고, 

무대에 올랐던 지역 주민들도 멋진 무대를 선사하였다. 축제란 행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거북바위 

▲ 주민협의회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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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는 행사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거북바위에 대한 지역 주민과 행정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

하였으며, 바위를 가로 지르던 보기싫은 오수관이 축제를 계기로 이전되는 결과까지 만들었다. 

⊙ 두 번째 거북바위 이야기 축제와 주민지정 문화재 선포식을 갖다

2012년에 이어 2013년에 제2회 거북바위 이야기 축제를 개최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훨씬 내용이 다양해

지고, 참여 인원도 2배 이상 늘어났다.

더욱이 2회 축제를 하면서 주민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제2회 

축제는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거북바위를 주민이 직접 지정하는 문화재로 선포하는 

일명 ‘주민지정 문화재 선포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를 지정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마을의 문화재는 주민이 직접 지정하고 가꾸자는 뜻에서 지정 선포식을 가지게 되었다. 

▲ 제1회 거북바위 이야기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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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의 새로운 변화에 기초를 마련하다

거북바위 이야기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다. 지역 주민에게는 자긍심을 주었고, 마을재생협의회 회원

들에게는 자신감을 높여 줬으며, 마을재생을 위한 단단한 밑받침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금암동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이제 본격적인 마을재생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을만들기, 마을재생은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니다’라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하지만 마을 재생활동 초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단, 이것을 어떻게 계기로 삼아 지속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알아가는 것, 그리고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꾸준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마을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또 다시 모여서 

뜨거운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마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 제2회 거북바위 이야기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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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막걸리 한잔에 신명나게 놀아봅시다」 , 삼천동 막걸리 콘서트

⊙ 삼천동 막걸리골목 경관개선사업을 시작하다

전주의 대표적인 막걸리타운인 삼천동 막걸리골목에 막걸리업소가 많이 생겨나고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IMF라는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가벼운 호주머니를 생각한 푸짐한 안주와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며, 막걸리업소가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여 현재 30여개의 업소가 밀

집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업소가 영세하고 막걸리골목은 낙후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민·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막프로젝트 추진협의체에서는 먼저 막걸리골목 외부경

관을 개선하고 막걸리타운의 정취를 강화하여 대표적인 막걸리 타운으로 발전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 막걸리 집의 모습 ▲ 삼천동 막걸리골목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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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업 실천을 위해 삼천동 막걸리골목 경관개선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실시설계를 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200m 구간의 도로 양측 인도를 정비하고, 막걸리골목 입구에 막걸리 주전자와 술잔을 

형상화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상징성을 강화하며, 막걸리골목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경관조명등을 

설치하고, 휴게시설과 띠녹지 설치하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하는 것이다.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주민설명회와 업주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주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는 등 행정절차도 

이행한 후 경관사업 공사를 시작하였다. 

경관개선 공사 시 일정기간 차량통행을 통제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막걸리 업주들의 관심과 협조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2013년 5월에 준공함으로써 삼천동 막걸리골목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 

되어 관광객과 시민이 즐겨 찾는 전주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 삼천동 막걸리 골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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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골목에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열다

삼천 문화의집 상설강좌회원 및 동아리회원의 예술역량 강화는 물론 막걸리골목 활성화를 위한 작은음악회

를 준비하여 지역과의 소통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막걸리골목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문화를 

성장시키고자 음악회를 기획하였다.

삼천 문화의집과 삼천 막걸리집은 바로 이웃이다. 문화의집 내 다양한 동아리들과 함께 삼천동 막걸리골목을 

활성화하고, 지역과의 소통의 장, 공감의 장으로 연결하여 지역문화 창조의 모범적인 커뮤니티를 창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통 막걸리골목 작은 음악회를 통해 새로운 축제로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계획하였다.

⊙ 축제를 함께 고민하다

축제를 위해 함께 참여할 단체를 모집하였다. 단체의 참여를 위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문화의 집 

내 상설강좌회원과 동호회 참여를 유도하였다. 아울러 행사의 실질적인 주인인 막걸리골목 상인연합회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게 된다

행사 이전에는 문화강사, 시민기획단, 지역 내 봉사 등이 공연내용을 논의하는 등 사전간담회가 진행되었고, 

큐시트 제작과 공연연습 그리고 행사후 평가회의 및 정산까지 전체적 흐름 속에서 하나씩 준비되었다. 

또한 전주막걸리발전협의회(추)가 구성되어, 사)유네스코 전주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 전주예총, 삼천

2동 주민자치위원회, 삼천 문화의집이 함께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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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와 같은 신명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다

막걸리콘서트는 2013년 7월~9월까지 삼천문화의집 야외공연장에서 시행되었다.

주요 행사는 문화의집 내 상설강좌 회원, 동호회원, 삼천동·평화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회원들이 참여한 

열린무대와 다원예술무대(농악, 사물, 한춤, 장구춤, 민요, 댄스, 기타)로 꾸며져, 공연은 2013년 8월 3일, 

8월 10일, 8월 17일, 8월 24일 PM 7시~8시30분 총 4회로 나누어 이루어 졌다. 

이름은 막걸리골목활성화사업. 삼천동 막걸리콘서트로 한여름 밤 휴가철 더위를 식혀줄 야외공연 무대를 

삼천동 막걸리골목에 마련하여 막걸리골목 상인연합회와 전주시민들에게 예술적인 정서함양을 일으키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막걸리타운의 자존감을 지역민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였다.

삼천문화의집 관내 삼천동 막걸리타운의 활성화를 위한 가요제는 전주 막걸리타운의 원조인 삼천동지역의 

주민참여 행사로서 지역경제 여건 활성화 및 문화거리 조성에 기여하리라고 보며, 삼천동 막걸리콘서트를 

통해 주민화합, 주민참여, 관광객 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막걸리 업주 간 대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주민참여 무대는 친목단체에 머물던 막걸리 업주 모임의, 주민 자발적 모임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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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내용 

월 추진계획 세부내용

6월~7월초 공연팀 모집/협력 회의 홍보
홍보 및 공연팀 모집

단체 대표자 회의/공연하드웨어팀 섭외
기획단 회의

7월~8월 홍보 및 공연
1/3주준비
2/4주공연

각 단체 대표자 회의/공연하드웨어팀 결정
현수막 거치

주민 전단 홍보
본공연

9월 평가 및 정산
1주 평가회

2주 정산

▲ 막걸리 축제 모습





국가 도시재생 
연구 시범사업

Test Bed
➊ 전주시, 도시재생 TB(Test Bed) 선정

➋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사업

➌ 활력 넘치는 상점가사업

➍ 도시재생을 위한 TB지역 역량강화사업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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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전주시, 도시재생 TB(Test Bed) 선정

⊙ 전주 TB 유치 배경

전주시는 2009년에 수립된 ‘도시재생 기본전략 구상’에서 내부 시가지 쇠퇴지역을 공간적 특성에 따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중 팔달로 권역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지구가 밀집되어 있으나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팔달로 권역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R&D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를 유치하고 수복형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 감으로써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4+1 도시재생 권역 현황도 및 권역별 특성 

권역 공간적 특성

남부도심
도심상업 밀집지역, 역사지구
한옥마을, 걷고 싶은 거리 등 활성화

북부도심
종합경기장 재개발 및 덕진공원 일대
컨벤션 복합시설 유치 중

팔달로
도심주변 노후주거지, 재개발 밀집
수복형 도시재생 필요

백제로
가로변 상업업무시설 및 단독주택지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 중

산업단지
1·2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노후산단 재생 기본계획 수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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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Bed

또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창의인력 양성 아카데미, 도시대학, 도시

재생 아이디어 공모 등의 민간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던 전주시는 지방도시의 특성상 사회적 

재생을 통한 쇠퇴지역의 활성화 정책이 중요한 상황에서 테스트베드 유치를 통해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의 

롤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적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지역자력형 도시재생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사업은 2010년 10월 국토해양부에서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으며, TB사업 신청을 한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현황, 테스트베드 추진 여건, 지자체의 추진의지, 파급효과 등의 평가를 통해 2012년 12월에 

전주와 창원을 선정하였다.

2011년 3월에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LH도시재생사업단, 전주시간 도시재생 R&D 테스트베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1년 4월에 개소되었으며, 2014년 4월까지 

3년 동안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TB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주 TB 현황

전주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는 전주시 노송동, 인후1·2동, 중앙동, 진북동 일대이며, 전체 TB면적은 약 

1,739,000㎡(약 52만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TB 주거지구는 노송동, 인후1·2동 지역으로 약 145,000㎡ 면적에 약 95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주

시의 대표적인 노후불량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 1단계 사업지역에 포함된 지역이다. 

◀ 전주 테스트베드 사업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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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 상가지구는 중앙동, 진북동 일대로서 중앙시장과 노송천 복원구간 약 185,000㎡ 규모의 지역으로, 

약 1313개 점포(노점 185개)가 위치하고 있는 전주시의 대표적 쇠퇴상가지구라고 할 수 있다.

⊙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지역 내 근린재생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운영기

간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년간이며, 조직구성은 총괄책임팀, 현장책임팀, 사무국, 연구지원

팀(주거지구 지원, 상가지구 지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 TB 주거지구 사진

▲ TB 상가지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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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자력형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추진과 도시재생기술의 통합 및 검증, 종합적인 

도시재생계획 수립, 조화로운 도시공간 구조체계 구축, 총체적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주민 

주도의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개에 따라 주민주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발굴·추진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는 초기에 중간관리조직이 필요하다. 특히 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문제 파악, 지역 자산의 조사·분석, 행정·전문가·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융합·연계

할 수 있는 추진 조직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로 지역공동체 자력수복형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TB 총괄계획을 

수립하며, 쇠퇴상가지역과 노후주거지역의 주민자력재생사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도시재생 유관기관 네트

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협력적 도시재생활동의 촉매역할을 담당하였다.



158

JEONJU,  URBAN REGENERATION

전주, 도시재생을 말하다

➋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사업

⊙ 커뮤니티가로 개선 사업

노송동 주거지구 내에는 마을의 중심이 되는 도로가 있다. 2차선 폭의 좁은 도로이지만 위치적이나 기능

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이다. 그러나 마을주변의 행정, 업무시설이 증가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주차를 위하여 마을로 주변 차량이 몰리면서 심각한 교통난(불법주정차)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보행환경이 열악해지고 마을경관이 낙후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2011년 8월부터 마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약 1년간의 고민 

끝에 1단계 커뮤니티가로 설계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도로정비(폭 8m, 연장 270m)와 함께 주변 환경정비를 하는 커뮤니티가로 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 

▲ 커뮤니티 가로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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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커뮤니티가로 개선사업은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가로변 나대지를 정비하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화분대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후 불법주차가 줄어든 것은 물론 가로경관이 전에 비해 훨씬 나아졌고,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지역주민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폐가 철거 및 마을공동텃밭 조성사업

폐가 철거 및 마을공동텃밭 조성사업은 마을 내 방치된 폐가를 주민 동의하에 철거하고, 주민들의 공동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작한 사업이다.

마을공동텃밭은 2013년 12월 현재 마을텃밭 1호, 2호를 조성하였고, 현재 추가로 마을정원 3호, 마을텃밭 

4호를 조성 중에 있으며, 더불어 주민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도시농부 주민공동

체를 육성하고, 마을텃밭을 관리하고 있다.

▲ 마을공동텃밭 조성

▲ 폐가 철거 및 텃밭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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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키친 사업

마을재생에서 경제적 재생은 중요한 부분이다. 테스트베드에서는 노후주거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생야채비빔밥을 주 메뉴로 하는 마을기업(음식점)을 설립하였다. 

마을기업 설립을 위하여 주민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판매 실습을 실시하였으며, 마을기업의 협동조합법인

화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 및 자문회의를 통한 조직구축 지원,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 유도 및 협동

조합법인 설립(1건/공동기금 970만원 확보)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3년 11월에 노송밥나무 매장이 오픈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규직 1인과 비정규직 6인

(2013년 11월 현재)을 고용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 집수리 지원사업

전주시의 해피하우스와 유사한 활동으로 마을의 노후한 주택개선으로 양호한 거주환경 조성 및 마을경

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주민학교를 통해 집수리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병행한 집수리(도배·장판 

▲ 커뮤니티키친 사업

▲ 집수리 지원사업



161

8. 국가 도시재생 연구 시범사업    
Test Bed

교체) 지원과 지역 친목단체 봉사활동을 연계한 집수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3년 12월 

현재 총 8건의 집수리를 시행하였다.

⊙ 노송동 공부방 사업

마을 내 학습지원이 필요한 초·중학생과 지역 고등학생을 매칭시켜 학습지원 및 진학·진로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마을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먼저 인근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노송동 공부방 운영을 지원하였다.

그동안 마을공부방은 약 80회 정도 운영하였으며, 고등학생 봉사활동 약 700시간이 생성되는 효과를 가져

왔다. 

▲ 노송동 공부방 사업

▲ 집수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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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활력 넘치는 상점가사업

⊙ 만원행복거리 조성사업

노송천 복원공사로 인해 휴업이 불가피하여 더욱 침체되었던 상가에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구색’이라는 

슬로건 아래 「만원행복거리」를 조성하여 쇠퇴 상가지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시행하였다. 2012년 5월

부터 만원행복거리 조성을 위한 참여점포 설명회를 통해 지역 상인들에게 사업설명과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4개월 후 만원행복거리 지정식을 가지게 되었다. 

추진 성과로는 미디어마케팅 기법 적용을 위해 참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참여 가맹점 인근 가로의 브랜드

개발과 및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만원행복거리 스토리 및 점포 위치 안내를 위한 지도가 설치되어 상점가 

환경개선은 물론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호사스럽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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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 조성은 쇠퇴 상가지구의 공실 발생률을 줄이고, 상권의 침체현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실위탁 및 창업지원을 통해 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어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를 설립

(법인으로 보는 단체)하게 된다.

현재 상가지구내 나대지와 빈 점포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빈 점포에 대하여는 신탁을 통해 점포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하층에 위치한 300평 공간을 신탁을 통해 활용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 커피전문점 보수공사 후(지상)▲ 커피전문점 보수공사 전(지상)

▲ 신탁물건 임대차 계약 후(지하)▲ 신탁물건 임대차 계약 전(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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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점포 챌린지 사업 

쇠퇴 상가지구 내 위치하고 있는 빈 점포가 창업을 희망하는 상인·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상가지구

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창업 교육 및 지원을 

하여 상가지구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빈 점포 챌린지숍 컨설팅 및 창업지원을 시작으로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에는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공유하고, 실제 빈 점포 챌린지숍 운영과 관련된 컨설팅 및 창업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 팔달로 연계 환경정비사업

팔달로의 보행 동선 개발을 통해 쇠퇴 상가지구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고, 주변 토지주들이 중심

이 되어 미시행 도시계획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개설하여 민·관협력으로 상가지구의 활성화를 도모

하는 사업이다. 상인 워크숍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과 대상지 선정 및 지주 면담 그리고 개발계획(안) 수립 

및 신중앙상가 쉼터몰 추진협의회를 발족(2012년 11월) 하였으며, 보행자도로 조성 및 지주중심 상가개발

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 위탁점포 임대 후▲ 인테리어공사

▲ 현장정비 조감도▲ 주민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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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도시재생을 위한 TB지역 역량강화사업 

⊙ 도시재생거점시설 조성사업

테스트베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자력재생 역량을 기르며, 공동체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재생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1년 11월 국토해양부 공모에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2년 10월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노송동의 얼굴 없는 기부천사의 날개를 형상화한 상징적 이미지를 도출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도시재생거점시설은 부지면적 3,748㎡, 연면적 4,761㎡, 지상3층/지하1층 규모로 사업비 90억원(국비 45억

원 포함)이 투입되어 2013년 12월에 착공하여 201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관,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관련 시설, 순환형 임대주택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 도시재생거점시설4주경 투시도 ▲ 도시재생거점센터 착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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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주민학교 운영사업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며,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주민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주민학교 운영사업이다.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TB 운영기간 동안 총 3차례의 더불어주민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총 27개의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약 350여 명의 주민이 수강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 천사축제

전주시 노송동에는 10년 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부를 지속해 오고 있는 일명 ‘얼굴 없는 천사’가 

있다. 노송동에서는 얼굴 없는 천사의 활동을 마을 고유의 사회적 자본으로 부각시켜 노송동을 천사마을

이라고 공표하고, 그 정신을 살려 기부문화를 마을재생에 결합시키고 있다.

천사축제는 TB 활성화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얼굴 없는 천사’를 지역적, 사회적 자산으로 부각시켜 공

동체 생활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이다. 천사축제를 통하여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활동에 대한 홍보

▲ 더불어주민학교

▲ 제2회 축제조직위원회

▲ 더불어주민학교 수료식

▲ 제3회 천년전주 천년사랑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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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원들이 서로 협력하며,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천사축제는 주민주도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월 4일마다 개최(총 3차례)되었으며, 약 1,900명

의 주민이 참여하고, 약 750건의 기부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 천사동신문 발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TB 지역의 정보 공유와 자력적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기자를 양

성하고, 주민 중심 마을정보의 확산과 마을사업을 홍보하는 매체이자 천사의 나눔을 확산하는 장으로, 

주민주도의 마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이다. 

천사동신문 발행을 위하여 주민의 눈으로 지역 문제를 바라보고,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주민기자단을 

양성하는 기자교육을 실행하고, 적극적인 마을기자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마을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의 천사동 준비호가 발간되었으며, 2013년 1월 천사동마을신문 1호가 

발간된 이후 2013년 12월 현재까지 매월 발간되고 있다.

▲ 준비4호 앞면·뒷면▲ 준비3호 앞면·뒷면





전주의
미래

➊ 도시재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

➋  도시재생으로 열어갈 전주의 미래

➌ 전주의 미래, 시민의 역량강화가 핵심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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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도시재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

⊙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동년 12월 5일 시행되었다. 전체 인구의 

91퍼센트와 각종 산업기반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이 국가 경제성장과 사회적 통합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종 물리적·비물리적 사업을 시민의 관심과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바, 도시재생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

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물리적·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

생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적 경제성장 및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도시문화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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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함.

나.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

원회를 두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심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도시재생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도시재생사업시행의 지원, 전문가 육성·파견 

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와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를 설치하도록 함.

라.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함.

마.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

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함.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아.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

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차.  도시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에 대한 예

외를 규정함.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도시재생법이 2013년 12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발빠르게 준비

하여 12월 31일 공고하였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를 비전으

로, 5가지 목표로 ①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②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③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④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 가치·경관 회복. ⑤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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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도시재생 위주의 도시
정책 전환

•신규 도시용지는 기성시가지 재생으로 우선 공급
•공공청사·백화점 등 중요시설 기성시가지내 우선 입지
•주민이 수립한 마을단위 재생계획 도시계획에 반영 

도시재생 지원 확대
•각 부처 도시재생관련 사업 예산 쇠퇴지역 우선 지원 
•도시경제기반형 250억원, 근린재생형 100억원 4년간 지원
•2014~2017년 선도지역 지원, 2016년부터 일반지역 확대 지원 

금융지원 및 규제완화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도시경제기반

형 금융지원모델 개발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맞춤형 규제특례)
•경제기반형 민·관합동 시행자 도시계획 제안제도 도입  

지역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도시재생 주체로 육성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계획수립·사업컨설팅 지원 
•도시재생전문가 양성 및 도시재생대학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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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은 지속가능한 전주, 경쟁력 있는 전주 만들기의 핵심

도시재생법 제2조에서는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

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신시가지 개발을 중심으로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대되었다. 

최근까지 구시가지 지역은 도시개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채 현재에 이르렀고 최근 쇠퇴문제 발생

을 계기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일찍 진행된 서구의 선진도시들은 오래전부터 쇠퇴한 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책

을 활발히 도입하였다. 국가간 경쟁에서 도시간 경쟁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도시재생에 성공한 도

시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다. 또한, 저출산 등의 원인으로 인구증가 요인이 사라지면서 도시의 

확장은 공공관리 비용의 증대, 자연환경의 파괴, 도시공간 불균형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특히 방치된 구

시가지 지역의 경우 범죄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전주는 혁신도시 등 신시가지 개발사업이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수립된 ‘2025년 전

주도시기본계획’에서도 외곽지역의 신규 개발보다 내부 시가지의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바야흐로 콤팩

트 시티로 변화해 가는 전환점에 있는 것이다. 결국 구시가지 지역의 재생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

라 미래 전주시의 모습이 결정되어 갈 것이며, 대내외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전주, 경쟁력 높은 전주를 만들어 가야 한다. 

민선 4~5기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맞춰 보다 면밀한 전략

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 소속의 도시재생특

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앞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설치하

고 각 도시마다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해당 도시의 쇠퇴 현상을 진단하고 재생전략을 제시하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을 지정하게 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는 전략계획에서 지정한 활성화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

획을 수립하게 된다. 즉, 전략계획을 통해 도시재생의 밑그림을 그리고 활성화계획을 통해 도시재생의 색

을 입히게 된다.

전주시는 민선4기 이후 구시가지 쇠퇴지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가야 한다. 현재 전주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추진 기반 위에 정부의 정책을 반영

하여 도시재생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속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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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도시재생으로 열어갈 전주의 미래

⊙ 노후주거지 재생을 통한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

현재 전주시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외곽지역의 신시가지 개발이 지속

되면서 구시가지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기반시설 정비와 같은 공공

사업과 노후주택 개선 기피 등의 경향으로 재개발지구의 정주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로 최근에는 재개발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재개발지구는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과다하게 지정되었다. 최근 

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인 아파트 중심

의 재개발 방식에서 다양한 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노후주거지 재생의 가능

성을 높여야 한다. 전주시는 노후주택 개선사업인 해피하우스사업을 통해 주택 개보수 서비스뿐만 아니

라 공동구매, 공동텃밭, 주민역량 강화, 마을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피하우스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노후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노후 주거지에는 경제적 여건상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밀집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지역

에는 주거환경개선 보다는 마을기업 등 경제적 재생을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가 살아나고, 경제적 활력이 높아지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아파트로 대변되는 획일화

된 주거문화를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175

9. 전주의 미래

⊙ 도시관광과 연계한 서비스산업 확대

2013년 전주한옥마을 방문객이 500만 명을 넘어섰다. 2002년 처음 한옥마을 방문객 통계를 작성할 당시 

30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10여 년 만에 약 20배가 증가한 것이다.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한옥마을과 주변

지역의 활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주만의 독자적인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를 만든 것이다. 

한옥마을 성공의 배경에는 공공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한옥이 갖는 자체적인 매력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주5일제 근무 등 여가문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전국적인 관광활성화의 

외부적인 영향도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즉,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한옥마을이 적절하게 매치되었고, 인

터넷과 디지털카메라의 보급도 한옥마을을 알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도 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와 같이 자연관광이나 농촌관광, 역

사자원관광에 대한 수요보다는 선진국과 같이 도시관광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는 도시

관광의 최적지역으로 손꼽힌다. 한옥마을 인근에도 많은 역사문화 자원과 음식 등의 생활문화 자원도 풍부

하다. 적극적인 관광개발전략을 통해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면 공동화된 구도심지역의 활력이 

높아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관광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도 높여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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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기반 재생

전주는 과거부터 전라도의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였다. 조선시대 3대 도시로 불릴만큼 그 위상이 높았

으나, 1960년대 근대 산업화 시기 이후 상대적으로 도시의 성장이 미흡하였다. 전주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2차산업 기반이 구축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최근, 효성의 탄소섬유 공장이 가동되면서 전주와 전북의 새로운 산업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탄소

섬유는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릴만큼 중요한 소재이다. 탄소섬유 생산을 시작으로 다양한 탄소관련 응용제품

들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기업의 투자 유치도 계속되고 있다.

효성의 탄소섬유 공장 주변은 전주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인 1·2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다. 1960년대 조성된 

1산업단지와 주변의 공업지역은 최근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할 기회를 맞고 있다. 

전주와 주변지역의 산업기반을 확충하면서 팔복동 일대가 첨단산업의 거점공간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

이다. 탄소산업이 제공하고 있는 지역산업 기반 구축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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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중심의 도시공간 디자인 

과거 한국의 도시개발은 신시가지 택지개발, 아파트 대량 공급,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 부동산 개발 중심

으로 경제성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시민의식의 성숙과 경제적 여유 등으로 양보다

는 질을 중시하는 사회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신시가지 도시개발 방식과 차별화된 구시가지 공간재생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전주의 구시가지 지역은 기본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오래된 건물과 오래된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이 구시가지의 낙후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도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특화거리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환경을 바꿔 나가고 있다. 광장 조성, 전선 지중화, 상하수도 개선, 가로시설물 정비, 벽화 등의 

환경개선을 통해 보다 쾌적한 공공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러한 노력이 민간의 투자(상가 리모

델링, 건물 신축 등)를 견인하고 있다.

도시재생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시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정비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도시개발이 경제성과 기능성만을 중시했다면 앞으로의 도시재생은 사람중심의 도시공간 

디자인이 도입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걷기 편한 가로를 만들기 위해 일방통행의 도입을 늘리고, 보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상가 간판은 경관협정을 통해 상인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디자인을 도입해야 하고, 

신축건물은 주변지역과 맥락적으로 연결된 디자인을 적용해 가야 한다.

이러한 사람중심의 도시공간 디자인이 구시가지 환경을 변화시켜 가야 도시재생의 의미가 커질 것이다. 과거 

신시가지 개발과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도시재생의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 이러한 사람중심 도시공간 

디자인 전략을 도시마케팅과 주민참여로 확대함으로써 도시재생의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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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전주의 미래, 시민의 역량강화가 핵심

구시가지의 쇠퇴지역이 면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한 건물과 공공시설이 

늘어가고 활력이 저하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재생법 등 공공정책이 도입되었지만, 공공사업

만으로 쇠퇴하고 있는 전지역의 활성화를 견인하기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재생의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다.

도시재생법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행주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역량을 도시재생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도시

재생 코디네이터, 주민주도 마을재생,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향후 도시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재생 정책을 뒷받침 

하는 주체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 민간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전주시는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추진 주체를 구성해 가고 있다. 전문가 자문그룹인 도시재생추

진단은 국가정책에도 반영될 만큼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마을재생 코디네이

터는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고, 도시재창조 시민포럼

은 다양한 영역의 민간활동가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주체들이 다양해 지면서 전주시 도시재생 정책도 보다 활발해 지고 있다.

도시재생 대학생서포터즈,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지역 대학생도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참

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공감대와 저변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타 도시에 비해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의 

역량이 높아져 가고 있어 전주의 도시재생은 미래가 밝다고 보여진다. 향후 더 많은 시민들이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도시재생 시민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재생

의 효과를 높여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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