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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1 배경

아트폴리스 전주의 시정비전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계획 필요

전주의 역사·문화·가치관·자연환경에서부터 전주의 희망·꿈·미래에 이르기까지 전주의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전주다움’을 정립하는 아트폴리스의 궁극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한다. 새롭게 수립되는 야간경관계획은 아트

폴리스의 비전 및 기타 사업과 조화를 이루고 비전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조명계획 필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세이빙을 위한 친환경조명 방식을 전략사업으로 시행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에 대응하는 친환경 조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실현하고 있다.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저전력·고효율의 등기구

를 개발·생산하며, 리사이클이 가능하게 하는 등 폐자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구를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시점이다. 친환경 조명 브랜드 마케팅으로 시(市) 이미지 제고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적극 홍보하여 환경 리더로서의 이미지 홍보를 추진한다.

실천 가능한 새로운 야간경관계획과 지침 필요

단일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야간경관계획의 문제점은 타 사업과의 조화가 간과되고, 대상의 시인성 부각을 위한 계획

으로 진행되었다. 소관부서별로 기획, 시행됨으로써 사업의 중복, 사업간 연계부재 등 비효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경관사업과 연계하여 통합된 야간경관 계획 마련이 요구된다. 전주시 전체를 야간경관 정비를 바탕으로 실천을 전제

로 한 체계적인 야간경관계획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야간경관계획을 위하여 야간경관 지침을 수립하고 전주시의 야간경관 방향을 점검하며, 공공 및 민간이 사

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관광, 문화, 축제사업과 연계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전주시는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한옥마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관광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전주만의 야간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빛 축제를 마련 한다. 이를 위해 야간경관 체험지도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홈페이지 등을 구축한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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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목적

본 계획은 밤이 아름답고 안전한 전주를 위하여 야간경관 계획 및 지침을 마련하며, 장기적인 틀에 의해 전주의 야간

경관을 정비·형성·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1) 야간경관의 기본 목표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천년 전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각시켜 관광 자원화를 극대화한다.

아름다움 / Beauty

경관조명은 시민의 심미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창출에 기여한다.

전주다움 / Identity

야간경관계획을 통하여 전주만의 개성 있는 경관 및 컨텐츠를 

창출한다. 명확한 빛 아이덴티티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쉽게 기

억되고 이해되는 전주가 되도록 한다.

안전성 / Safety

어두운 공간에 산재하는 위험요소와 장애물로부터 안전한 환경

을 제공하여, 야간에도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게 한다.

환경성 / Ecology

저탄소 조명기구 채택 및 적재적소의 조명계획 등으로 생태환

경과 자연유산을 보존한다.

1.계획의 개요

야간경관계획의
기본 목표

안전성 Safety

환경성 Ecology

전주다움

아름다움 Beauty

Identity

[표Ⅰ-1] 야간경관계획의 기본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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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의 범위

2. 1 공간적 범위

본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이며, 면적은 약 206.28㎢에 해당된다. 행정구역

은 2구 3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2 시간적 범위

아트폴리스 기본계획의 목표 연도인 2021년을 본 계획의 목표연도로 설정한다.

2. 3 내용적 범위

전주만의 야간경관 원칙 및 전략 마련

전주의 경관자원 조사, 야간경관 현황 분석,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주시만의 미래상을 위한 야간경관계획의 원

칙 및 전략을 도출한다.

전주의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야간경관관리 중점지역을 설정하고, 정비·형성·관리를 위한 야간경관 설계지침을 제시한다.

전주시 브랜드 마케팅 방안 마련

전주시의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친환경 조명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의 축제와 연계한 빛축제를 개발하여 전주시 이

미지 제고에 기여한다.

야간경관계획 실천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실행방안으로 단기별 사업을 구분하고, 운영 및 개선방안,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Ⅰ-1] 전주시 행정지도

덕진구
완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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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의 수립과정

조사·분석

야간경관 기본구상

실행계획

야간경관계획 야간경관 지침

전주시 야간경관 미래상 및 기본방향 설정
야간경관 전략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
운영 및 지원방안

Light Foundation 계획
Light Accent 계획
Light Festa 계획

도로조명, 건축물조명,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조명,

오픈스페이스조명, 도시기반시설조명,
옥외광고물조명

관련계획 조사 관련법 및 규정 
조사

주·야간 현황조사 해외사례 문헌조사 시민의식 조사

[표Ⅰ-2] 계획의 수립과정

1.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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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의 기본현황

1. 1 전주의 역사
 

(1) 역사적 배경 및 의의
 

전주(全州)의 옛 지명은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백제시대에는 완산(完山)이라 하였는데 한국명으로는 원지국(圓池

國)에 이른다. 전주라는 지명 사용은 서기 757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경덕왕(景德王)16년부터이다. 전주 완산의 비

명 원의를 볼 때 ‘완(完)’과 ‘전(全)’ 은 모두 ‘온전하다’는 ‘온’이란 뜻의 우리말로 ‘완’은 그 음도 ‘

온’의 근사음으로서 ‘완’이란 글자는 ‘온’이란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보면 ‘전주’, ‘완산’의 옛 지

명은 ‘온·다라’였음을 알 수 있다. ‘온’ 이란 뜻은

   

   첫째, 온전하고 흠이없다. 

   둘째, 뚜렷하고 갖추어져 있다. 

   셋째, 순수하고 티가 없다. 

   넷째, 모든 것이 어우르다. 

  

등의 뜻이 담겨있다. 특히 온이란 말은 완, 전자 이외에도 원(圓), 온(溫), 백(百 - 옛말온) 등의 한자 소리나 새김을 빌

렸다. 삼국사기 백제기 온조왕(溫祚王) 조를 보면 백제가 마한 땅을 어우르자 줄기차게 항거했던 원산성(圓山城)도 바

로 이곳이며 온조왕의 온 자도 실은 온임금이란 뜻이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백제(百濟)의 백(百)자도 온을 빌어 쓴 글

자로서 백제는 온 다라를 적은 것으로 실은 “완산”이나 “전주”와 같은 뜻이다. 이 말은 “온겨레가 바다를 건너

다”라는 뜻이다. 결국 “온·다라”는 온겨레가 온 뜻을 어울려 온 힘을 합하여 거친 바다의 풍파를 헤쳐 온전하고 

흠이 없으며 그리고 뚜렷하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나라를 세우자는 이상이 담겨져 있다.

[그림 Ⅱ-1] 1910년 경기전 [그림 Ⅱ-2] 1950년 전라북도 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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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옛 전주시장 [그림 Ⅱ-4] 1930년대 풍남문

1.2 경관특성 분석

(1) 전주시 입지 분석

전라북도 행정·교육·문화의 중심지이며 도청소재지이다. 인구는 627,339명이며 서쪽 일부와 북쪽 일부가 김제시

와 익산시에 접하고 있다. 전북 중앙부를 북동으로부터 남서로 뻗어있는 노령산맥의 지류인 기린봉, 고덕산, 남고산

등이 시가지의 동·남·서방에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전주시 중심에는 자연형 하천인 전주천과 삼천이 흐

르고 있다.

지세

전라북도는 지형적으로 노령산맥을 경계로 하여 동부산악권과 서부평야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주는 그 산간지대

와 호남평야의 접경지대에 있다. 지질분포는 동쪽에 옥천계에 대비되는 변성퇴적암으로 견운모편암·호상석회암·

천매암·규암 등이 분포하는데, 특히 규암이 능선을 따라 분포하여 마치 성벽처럼 보인다. 

하천

하천은 만경강의 상류쪽 지류인 전주천과 삼천천이 있는데, 전주천은 남동쪽 노령산맥의 분수계인 임실군 관촌면 

슬치(230m)에서 발원하여 전주시가를 관통하면서 북동쪽으로 흐르고, 삼천천은 정읍시·임실군 등 노령산맥의 서

사면에서 발원하여 전주시가의 남서부를 흘러 서신동에서 전주천에 합류한 후 추천이 되고 삼례에서 고산천과 합류

하여 만경강이 된다.

기후

기후는 남부내륙형의 기후군에 속하며 겨울철에는 시베리아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풍이, 봄철에는 이동성고기압에 

따른 서풍이, 여름철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남동풍이 탁월하며 노령산맥 서사면에 위치하여 지형성 강우

가 많다. 연평균기온 13.0℃, 1월 평균기온 -0.6℃, 8월 평균기온 26.1℃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1,286.6mm(평년값 

기준)이다.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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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경관 대상 조사

구분 계 대상

공공건축물 13 전주시청, 전라북도청, 전북체신청, 전북지방조달청, 전북은행, 전북대학교, 전주덕진소방소, 

전주월드컵경기장, 전주역, 전주공업단지, 전북대학교병원, 전북지방경찰청, 전통문화전수회관

오픈스페이스 3 전주공원, 덕진공원, 완산공원

문화재 10 풍남문, 경기전, 전주한옥마을, 전주전동성당, 전주객사, 오목대이목대, 전주향교, 한벽당, 

치명자산 순교자묘

계 26

[그림 Ⅱ-5] 전주시 주요 대상

[표 Ⅱ-1] 전주시 주요 대상

덕진공원

전주동물원

전주승마장

전주공설운동장

서부공원

인정공원

화산공원

신라공원

전주빙상경기장

양지공원

그린공원

송정공원

아중체련공원
한범로공원

아중저수지

전주전통문화센터

전주월드컵경기장

롯데백화점
신세계이마트

전주cgv

전주메가박스

호텔리베라

홈에버

코아백화점

뉴파크호텔

프리머스

롯데마트

전북도청

완산구청

완산소방서

전북경찰청

전주지방환경청

전주지방법원

완주군청

전북조달청

전북우체국 토지공사
농촌공사

완주군교육청

전주시청

전주검찰청

풍남문

전동성당

남고산성
남고사

치명자산성지

견왕릉터

객사

오목대

전주향교

송천역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아중역

문화시설

교통시설

오픈스페이스

관공서

문화재

상업시설

전동성당

경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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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건축물

전주시청    전라북도 전주시의 행정 및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구분 행정기관

설립일 1949년 8월 15일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주요업무 행정 및 민원 업무 

구분 행정기관

설립일 1896년 8월 4일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번지

주요업무 지방자치와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 생산적 자치, 지식정보산업 육성, 

복지공동체 구현, 선진농업육성, 문화관광 특성화 사업 추진 

구분 행정기관

설립일 1971년 4월 20일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34 

주요업무 전북 지역의 우체국 관할

1949년 8월 15일 출범해 2003년 2월 현재 2개 구(완산구·덕진구)의 40개 동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기구는 시장과 부시장이 있고, 공보담당관 등 2담당관과 4국 17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건소와 월드컵추진단 등 2

개 직속기관과 상수도사업소·환경사업소 등 8개 사업소를 두고 있다. 

1896년(고종 33) 13도제 실시에 따라 전라도가 전라남도와 북도로 분리되면서 전라북도청으로 발족해 6시 8군 14

읍 145면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지방행정기관이다.

1971년 4월 20일 광주체신청에서 관장하던 전라북도 지방의 179개 체신관서를 이관받아 전주체신청으로 개청하

였다(대통령령 5587). 1979년 10월 1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1991년 11월 28일 청사를 신축하여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전라북도청    전라북도의 행정 및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전북체신청    전라북도 지역의 우체국을 관할하는 우정사업본부 직할기관

[그림 Ⅱ-6] 전주시청

[그림 Ⅱ-7] 전라북도청

[그림 Ⅱ-8] 전북체신청

[표 Ⅱ-2] 전주시청 개요

[표 Ⅱ-3] 전라북도청 개요

[표 Ⅱ-4] 전북체신청 개요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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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기관

설립일 1949년 12월 19일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33 

주요업무 전북지역 조달 업무의 원활한 운용

구분 국내은행

설립일 1969년 12월 10일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669-2

주요업무 예금,  대출서비스, 신용카드

구분 박물관

설립일 1990년 10월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900 

주요업무 선사시대와 마한·백제시대의 문화재 전시, 관리

1949년 임시외자청 군산사무소 설치를 시작으로 1960년 조달청 군산사무소, 1975년 조달청 전주사무소를 거쳐 

1980년 조달청 전북지청으로 개칭되어 군산출장소를 신설했다가 1984년 폐지한 뒤 1998년부터 전북지방조달청으

로 개칭되었다. 

1969년 12월 설립되었으며, 1972년 3월 기업공개를 통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다. 현재 전라북도의 금고은행이며 

전라북도에 39개의 지점이 있지만 대부분 지점이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에 집중되어 있다.

1990년 10월 26일 전북 지역의 문화유산을 연구·보존·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관하였다. 대지 1만 9077평, 연

건평 2,430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다. 2001년 현재 위탁유물을 포함하여 2만 4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중 1,100여 점의 유물을 상설전시하고 있다. 

전북지방조달청    전라북도의 조달 업무를 관할하는 조달청 산하기관

전북은행    1969년에 설립된 지방은행

국립전주박물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호남권의 문화재를 수집·관리·보존·전시·연구하기 위하여 세운 

                       국립박물관

[그림 Ⅱ-9] 전북지방조달청

[그림 Ⅱ-10] 전북은행

[그림 Ⅱ-11] 국립전주박물관

[표 Ⅱ-5] 전북지방조달청 개요

[표 Ⅱ-6] 전북은행 개요

[표 Ⅱ-7] 국립전주박물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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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기관

설립일 1951년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주요업무 교육

구분 소방서

설립일 1945년 8월 1일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1548-11

주요업무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구분 경기장

설립일 2001년 11월 8일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일원

주요업무 국제 및 국내 축구경기 개최

1947년 10월 15일 설립인가를 받아 1948년 4월 1일 개교한 이리 도립 농과대학을 모체로 하여 1951년 국립 전북

대학교로 개교하였다. 설립 당시 대학본부와 5개 단과대학이 3개 시(市) 5개소에 흩어져 있었으나, 1954년 현재의 위

치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45년 전주 의용소방대로 창설되어 1964년 청사신축이전을 하였고 2005년 전주덕진소방서 명칭 변경 및 관할구

역 변경에 따라 완산소방서에 편입되었으며 2006년 08월 02일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파출

소가 119안전센터로 명칭 변경된 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99년 2월 착공하여 2001년 11월 8일에 개장했다. 부지면적 56만 2000㎡, 건축면적 약 4만 5000㎡, 연건평 약 

9만 107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이며, 관중석은 4만 2256석이다. 호남의 관문 전주를 상징하는 합죽선(부채)

과 호남벌에 우뚝 선 솟대를 생동감있게 시각화 하였다.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립 종합대학

전주덕진소방서    덕진구와 완산구 일부를 담당하는 전주소방본부산하의 소방서

전주월드컵경기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일원에 있는 축구 전용 경기장

[그림 Ⅱ-12] 전북대학교

[그림 Ⅱ-13] 전주덕진소방서

[그림 Ⅱ-14] 전주월드컵경기장

[표 Ⅱ-8] 전북대학교 개요

[표 Ⅱ-9] 전주덕진소방서 개요

[표 Ⅱ-10] 전주월드컵경기장 개요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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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시기반시설

설립일 1914년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235

주요업무 인원 수송 및 화물 수송

구분 공업단지

설립일 1969년 12월 10일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주요업무 식품,  제지, 1차금속, 화학, 목재, 기계공업등

구분 의료기관

설립일 1951년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주요업무 지역의 보건향상과 우수한 의료인 배출

전라선에 있는 기차역으로 송천역과 아중역 사이에 있다. 1914년 11월 17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새마을

호, 무궁화호가 운행되며 여객, 화물, 승차권발매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코레일(Korail) 전북지사 소속이다.

총부지 1.68㎢. 공공용지를 제외한 1.36㎢가 공장용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전북이 농업 위주의 산업기반에서 농공병

진(農工倂進)을 지향, 2차산업의 개발을 시도한 중점 사업의 하나로 건설한 전원형 ·무공해 공업단지이다. 1967년 

3월에 착공하여 1969년 11월에 완공하였다. 

1951년 12월 전북 도립병원으로 설립되어 1975년 2월 전북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정식 발족하였다. 1981년 

4월 전북대학 캠퍼스 안에 현대식 병원을 착공, 1988년 3월 병원 명칭을 전북대학교병원으로 바꾸었다. 전북 지역의 

보건향상과 우수한 의료인 배출과 함께 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주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기차역

전주산업단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八福洞)에 있는 공업단지

전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 의과대학에 부속된 종합병원

[그림 Ⅱ-15] 전주역

[그림 Ⅱ-16] 전주산업단지

[그림 Ⅱ-17] 전북대학교 병원

[표 Ⅱ-11] 전주역 개요

[표 Ⅱ-12] 전주산업단지 개요

[표 Ⅱ-13] 전북대학교병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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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치안기관

설립일 1945년 10월 21일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서진로 101 

주요업무 주민의 일상생활 보호, 범죄척결, 교통안전과 소통 확보, 확고한 안보

체제 유지 

주민의 일상생활 보호, 범죄척결, 교통안전과 소통 확보, 확고한 안보체제 유지 등의 활동을 한다. 주민의 일상생활 보

호를 위해 파출소 활동, 112제도 운영, 범죄유발환경 단속, 올바른 기초질서·행락질서 정착 유도, 생활주변 보호, 봉

사활동, 청소년의 건전한 지도·육성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전북지방경찰청    전라북도 일원의 경찰사무를 관할하는 기관

[그림 Ⅱ-18] 전북지방경찰청

[표 Ⅱ-14] 전북지방경찰청 개요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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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픈스페이스

전주동물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동물원

구분 공원

설립일 1945년 10월 21일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덕진1동

주요업무 도시의 쉼터 및 시민에게 무료 휴식처 제공

구분 공원

설립일 후백제 시대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일원

주요업무 도시의 쉼터 및 시민에게 무료 휴식처 제공

구분 공원

설립일 1971년경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일원

주요업무 도시의 쉼터 및 시민에게 무료 휴식처 제공

1978년 6월 10일에 개원하였으며, 면적 118,800㎡이다. 지방동물원 중 가장 오래된 동물원으로 과천 서울대공원 동

물원,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에 이어 세번째 규모이다. 동물원 한가운데 있는 넓은 잔디밭을 개방하여 가족단위의 휴

식공간을 마련하였고 인근에 덕진공원과 축구장·배구장 등 운동시설을 갖춘 체련공원이 있다. 

전주역 북쪽 3 km 지점에 있는 덕진호(德津湖) 일대의 유원지로, 시민공원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덕진 연꽃은 널리 알

려져 있다. 공원 내에는 동물원 등이 있고, 수영장 ·테니스코트 등 각종 위락시설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호반을 가

로지르는 현수교는 경관을 돋우는 명물이다. 

완산공원이라 부르기도 하나 보통 완산칠봉으로 통한다. 동학농민운동 때 격전이 벌어졌던 장소로, 주봉(163m)의 정

상에는 전망대인 팔각정이 세워져 있어 시민공원으로 이용된다. 

덕진공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동에 있는 공원

완산공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東完山洞)에 있는 공원

[그림 Ⅱ-19] 전주동물원

[그림 Ⅱ-20] 덕진공원

[그림 Ⅱ-21] 완산공원

[표 Ⅱ-15] 전주동물원 개요

[표 Ⅱ-16] 덕진공원 개요

[표 Ⅱ-17] 완산공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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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천    전주시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지방 1급 하천

2. 기초조사분석

분류 지방 1급하천

장 소 전북 전주시 중심부

유역면적 31.53㎢

길 이 30.00km

전라북도 전주시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지방 1급 하천이며 길이는 30km이다. 1998년 자연하천 조성사업

이 시작되기 전에는 심한 오염으로 생물이 거의 살 수 없었지만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110억 원의 공사

비를 들여 실행된 생태계 복원 사업으로 1급수에 가까운 수질이 되었다.

이에 따라 수질도 빠르게 개선되어 2003년 1월에는 전주 시가지 입구의 물은 1급수에 가까운 수질이 되었고, 

시가지를 통과하는 물은 팔당댐 정도의 수질을 보이고 있으며, 쉬리·갈겨니·돌고기·모래무지·참종개·

붕어·피라미·참마자·버들치·각시붕어 등 11종의 물고기 외에 다슬기, 반딧불이 유충 등이 서식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전주시의 이 사업은 환경부 자연형 하천정화 우수 사례로 뽑혔을 뿐 아니라, 한·중·일 79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2002년 일본에서 열린 ‘강의 날’ 대회에서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복원시킨 모델로 인정

받기도 하였다.

현재‘전주 생태하천협의회’가 2007년 6월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전주천만이 아닌 삼천·만경강·아중

천·건산천 등 전주의 하천·강 등이 생태하천으로 바뀌기 위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10

여 개의 NGO단체·전문각행정·시의원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고, 전주의제21과 전주시 생태복원과가 공동

사무국을 맡고 있다.

하천생태계 복원결과

1급수 어종인 쉬리, 참종개, 참마자, 밀어, 돌마자, 모래

무치, 버들치 등 25개 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중도, 

여울 및 소, 자연형 호안, 낙차공개량, 둔치 주차장 철거 

및 녹지화와 향토 초하류원 조성으로, 수생식물인 붕어

말과 어패류, 다슬기 등 다종 발견됨.

[표 Ⅱ-18] 전주천 개요

[그림 Ⅱ-22] 전주천 전경

[그림 Ⅱ-23] 전주천 생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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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4] 전주천 서식조류 [그림 Ⅱ-25] 전주천 서식식물 [그림 Ⅱ-26] 전주천 서식어종

※ 공사전 ‘99 ⇒후 ’03 비교 : (상류 14종⇒20종, 중류부분 5종⇒17종 발견) 

- 조류(鳥類)가 모여듦(쇠백로, 중대백로, 해오라기, 왜가리, 청둥오리 등)

- 낙차공 개량으로 어류의 이동 원활은 물론 하천 경관 향상

- 둔치에서도 메뚜기, 개구리, 들쥐, 족제비, 뱀 등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가 급속도로  복원됨.

삼천천이라고도 한다. 화평천·전주천·소양천 등과 더불어 만경강의 주요 지류이다. 금강 권역의 만경강 수계

에 속하며, 만경강의 제2지류(제1지류는 전주천)이다.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으로 나누어져 있다.

아중천은 묵방산(521m)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아중저수지에 흘러든 뒤 석소리, 안덕원을 지나 북쪽으로 흘러 소

양천에 합류한다. 

분류 지방 1급하천, 지방2급하천

장 소 전주시 중심부

유역면적 (지방1급하천) 150.91㎢ , (지방2급하천) 91.02㎢ 

길 이 (지방1급하천) 유로연장 32㎞, 하천연장 11㎞ (지방2급하천) 

유로연장 21㎞, 하천연장 19㎞ 

분류 지방2급하천

장 소 전주시 중심부

유역면적 (지방2급하천) 76㎢ 

길 이 (지방2급하천) 유로연장 2.8㎞

[표 Ⅱ-19] 삼천 개요

[표 Ⅱ-20] 아중천 개요

[그림 Ⅱ-27] 삼천 전경

[그림 Ⅱ-28] 아중천 전경

삼천    전라북도 완주군과 전주시에 흐르는 하천

아중천    전라북도 완주군과 전주시에 흐르는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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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재

풍남문    전라북도 전주시 전동에 있는 옛 전주읍성의 남문

구분 보물 제308호

지정년도 1963년 1월 21일 

소재지 전주시 전동일원

시대 조선 중기(1768년) 

구분 사적 제399호

지정년도 1991년 1월 9일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02 

시대 조선시대 

구분 전통한옥마을

지정년도 1930년대경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교동일원 

시대 조선시대 말기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308호로 지정되었다. 전주읍성의 남문이다. 임진왜란 때 파괴되었으며, 1734년 영조의 명

으로 개축되었다. 1767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관찰사 홍낙인이 다시 지으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1991년 1월 9일 사적 제339호로 지정되었다. 경기전은 왕조의 발상지라 여기는 전주에 세운 전각으로, 세종 때 붙

인 이름이다. 건물은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던 것을 1614년(광해군6)에 중건하였다. 보호면적은 49,590㎡이다. 전주

시가 관리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교동(校洞)·풍남동(豊南洞) 일대 7만 6320평에 700여 채의 전통 한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문화공간이 있다.

경기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豊南洞)에 있는 조선시대의 전각

전주한옥마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풍남동 일대에 있는 전통 한옥마을

[그림 Ⅱ-29] 풍남문

[그림 Ⅱ-30] 경기전

[그림 Ⅱ-31] 전주한옥마을

[표 Ⅱ-21] 풍남문 개요

[표 Ⅱ-22] 경기전 개요

[표Ⅱ-23] 전주한옥마을 개요

2. 기초조사분석



Jeonju Lightscape Plan 2010

28 

전동성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完山區) 전동(殿洞)에 있는, 1914년에 준공된 서양식 근대건축

호남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다. 로마네스크 양식 건물이며, 중앙의 종탑과 양쪽계단에는 비잔틴 양식의 뾰족돔을 

올렸으며, 성당 내부의 석조 기둥에도 비잔틴 양식이 녹아있다. 한국의 교회 건축물 중 곡선미가 가장 아름답고 웅장

하며 화려한 건물로 손꼽히고 있다.

1975년 3월 31일 보물 제583호로 지정되었다. 정면 4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과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

붕 건물이 붙어져 있다. 전주객사는 1473년(성종 4)에 전주서고를 짓고 남은 재료로 개축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 정

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다. 현재는 주관과 서익헌, 수직사(守直舍)만 남아 있다. 

오목대는 1380년(우왕 6) 삼도순찰사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귀경하는 도중 승전을 자축하는 연회를 열

었던 곳으로 1900년(고종 37) 고종이 친필로 쓴 ‘태조고황제주필유지(太祖高皇帝駐畢遺址)’가 새겨진 비가 세워

졌다. 이목대는 태조 이성계의 4대조인 목조(이안사)가 태어나 살던 곳이다.

전주객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객사

오목대, 이목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있는 유적지

구분 사적 제288호 

지정년도 1981년 9월 25일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전동1가 200-1 

시대 1908년 

구분 보물 제583호 

지정년도 1975년 3월 31일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시대 조선시대 

구분 전북기념물 제16호 

지정년도 1974년 9월 24일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교동1가 1-3 

시대 조선시대 

[그림 Ⅱ-32] 전동성당

[그림Ⅱ-33] 전주객사

[그림 Ⅱ-34] 오목대

[표Ⅱ-24] 전동성당 개요

[표 Ⅱ-25] 전주객사 개요

[표Ⅱ-26] 오목대, 이목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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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향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完山區) 교동(校洞) 26-3번지에 있는 조선 초기의 향교 

1992년 12월 23일 사적 제379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만 357㎡이다. 본래 1410년(태종 10) 완산구 풍남동(豊

南洞)에 있는 경기전(慶基殿) 부근에 지었으나 1603년(선조 36) 관찰사 장만(張晩)이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대성전(

大成殿)·명륜당 등 16동의 건물이 있으며, 전국 향교 중 유일하게 공자·맹자·증자·안자의 아버지 위패를 봉안

한 계성사(啓聖祠)가 있다.

1971년 12월 2일 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한벽당은 지금의 승암산(僧岩山) 기슭 발산(鉢山) 머리

의 절벽을 깎아 터를 만들어 세운 누각이다. 

1984년 9월 20일 전라북도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되었다. 1800년대의 천주교 박해기에 전주 지역에서 순교한 동정

부부(童貞夫婦) 유종철(柳鍾喆)과 이누갈다[李順伊] 등을 추모하여 마련한 묘역이다. 

1937년 마르시노 신부는 동정부부와 유항검의 부인 신희(申喜), 유관검(柳觀儉)의 부인 이육희 등의 시신을 치명자

산으로 옮겨 순교자 묘역을 조성하였다. 

한벽당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조선시대 초기의 누각

치명자산 천주교 순교자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천주교 순교자 묘

구분 사적 제288호 

지정년도 1981년 9월 25일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전동1가 200-1 

시대 1908년 

구분 보물 제583호 

지정년도 1975년 3월 31일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교동 

시대 조선시대 

구분 전북기념물 제68호 

지정년도 1984년 9월 20일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산 11번지

시대 조선시대 

[그림 Ⅱ-35] 전주향교

[그림 Ⅱ-36] 한벽당

[그림 Ⅱ-37] 치명자산 천주교 순교자묘

[표 Ⅱ-27] 전주향교 개요

[표Ⅱ-28] 한벽당 개요

[표 Ⅱ-29] 치명자산 천주교 순교자묘 개요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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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294호. 폭 3.4m. 높이 1.2m. 길이 5.3km. 《문헌비고(文獻備考)》에는 “남고산의 주봉인 고덕산(高德山)

의 이름을 따서 고덕산성이라 하였고, 그 길이는 8,920자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901년 견훤(甄萱)이 도성의 방

어를 위하여 축성하였으므로 견훤산성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를 1811년(순조 11)에 관찰사 이상황(李相璜)이 수축하

여 남고진(南固鎭)을 두었다. 당시 이 성은 전주의 남동쪽에서 남원·순창 행로인 2갈래 길을 좌우로 거느리고 내려

다보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남고산성    전라북도 전주시 동서학동(東棲鶴洞)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석축산성

구분 사적 제294호 

지정년도 1981년 12월 10일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228

시대 백제시대

동고사(東固寺)

지정번호 지방문화재자료 제2호

시대 조선 현종 10년(1844)중창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교동 1가 산 10

이 절은 기린봉 기슭에 있었다고 전해오고 있으나, 확실

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다.  동고사는 임진왜란 때 소실

되었으며, 그 후 현종 10년(1844) 허주대선사(虛舟大禪

師)가 현 위치에 중창한 후 소실되었던 동고사의 이름을 

따서 동고사라 하였다. 1946년 영담(暎潭) 김용욱(金容

郁)이 주지로 취임하여 대웅전, 요사 및 부속건물을 건립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정번호 지방문화재자료 제3호

시대 조선 정조 10년(1786) 창건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산 1 

학소암은 조선 정조 10년(1786) 광혜화상(廣惠和尙)이 

창건하고, 춘곡화상(春谷和尙)과 이만선(李萬善)씨에 의

해 중수되었다. 자음전(慈蔭殿)은 익공계 구조의 맞배지

붕으로써, 정면 3간, 측면 1간의 소규모 건물이다.

학소암(鶴巢庵)

[그림 Ⅱ-38] 남고산성

[표 Ⅱ-30] 남고산성 개요

[표 Ⅱ-31] 동고사 개요 [표 Ⅱ-32] 학소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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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지방문화재자료 제4호

시대 조선 선조 13년(1580)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산 38-2 

화산서원은 조선 선조 13년(1580) 전주사람들이 건립

하였으며, 이언적(李彦迪), 송인수(宋麟壽) 등을 봉사(奉

祀)하고 있다. 전북지방에서는 최고(最古)의 서원으로 

이 자리에 향교가 있었으나, 현재는 교동으로 이전하

였으며, 영조·대원군이 많은 서원을 철폐 정비한 까

닭에 서원 자리에는 비를 세워, 그 흔적을 후세에게 전

하고 있다. 

화산서원비(華山書院碑)

지정번호 지방문화재자료 제5호 

시대 조선 선조 13년(1580)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가 613 

관성묘는 남고산성내 만경대(萬景臺)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왕묘(周王廟) 또는 관제묘(關帝廟)라고도 하

며, 중국 후한(後漢)의 성장(聖將)인 주우(周羽)를 무신(

武神)으로 제사 지내는 곳이다. 임진왜란 때로써 당시 명

나라 유격장군이었던 진인(陣寅)이 이곳에 묘를 세우고 

관우의 신상을 안치했다고 한다. 

관성묘(關聖廟)

지정번호 지방문화재자료 제6호

시대 조선 숙종 38년(1712)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96

숙종 38년(1712)에 처음 다가천 서쪽 냇기슭에 세웠을 

때, [천양정]이란 이름이 생겼으나 9년 만에 홍수로 정

자가 떠내려감과 동시에 그 이름도 끊기게 되었다. 그 

이름이 다시 부활된 것은 순조 30년(1830) 8월 2일이

다. 그 동안 다가정(多佳亭)을 북쪽에 대신 세웠는데, 이 

천양정은 남쪽을 향하여 세우게 되었다.

천양정(穿楊亭)

지정번호 지방문화재자료 제8호

시대 광무 3년(1899)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26 

추천대는 조선 성종 때 문인인 추탄(楸灘) 이경동(李瓊

仝)이 낙향하여 추천(楸川)에 낚시를 드리우고 만년을 보

낸 곳이다. 이 곳에 후손인 정호(正鎬)가 사방 2간의 누

정을 세우고 [추천대]라는 현액을 걸었다. 상량(上樑)에 

[세기해 2월 11일 입주상량(歲己亥 二月 十一日 立住

上樑)]이라 하여, 이는 광무 3년(1899)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1947년에는 공의 후손들이 그 자리에 정자

를 세웠다. 

추천대(楸川臺)

[표 Ⅱ-33] 화산서원비 개요

[표 Ⅱ-35] 천양정 개요

[표 Ⅱ-34] 관성묘 개요

[표 Ⅱ-36] 추천대 개요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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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지방문화재자료 제12호

시대 광무 2년(1898) 중건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295-3 

이 서원은 원래 전주 곤지산(坤止山) 아래에 있었으나,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 불타버렸다. 그 후 

중건되었으나 고종 6년(1869)에 서원철폐령에 의해 철

거되었던 것을 광무 2년(1898)에 현위치로 이전 중건하

였다. 현재 이 곳에는 황강 이문영을 주벽으로 하여 양후

공(良厚公) 이백유(李伯由),추탄(楸灘) 이경동(李瓊仝),죽

계(竹溪) 유인홍(柳仁洪), 졸암(拙菴) 강해우(姜海遇) 등

을 모시고 있다.

황강서원(黃岡書院)

지정번호 지방문화재자료 제9호 

시대 고려시대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345(미륵암) 

이 석상은 단판(單瓣) 16엽(葉)의 연화조대(蓮花座臺) 위

에 세원진 여래입상(如來立像)이다. 좌대는 타원형의 16

판복연문(瓣伏蓮紋)을 새겼고, 윗면에 1단의 괴임이 있는

데, 그 이하는 땅에 묻혀 알 수 없다. 높이 2.60m, 어깨와 

밑너비는 모두 0.90m, 좌대 너비 1.30m이다.

서서학동 석불입상(西棲鶴洞 石佛立像)

지정번호 지방문화재자료 제11호 

시대 조선 고종 15년(1878) 중건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가 210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종(高宗) 5년(1868)에 

철거 되었다가, 그 후 고종 15년(1878)에 중건되었다. 현

재 이곳에는 사당(祠堂)과 강당(講堂)이 있다.

반곡서원(盤谷書院)

[표 Ⅱ-37] 서서학동 석불입상 개요

[표 Ⅱ-39] 황강서원 개요

[표 Ⅱ-38] 반곡서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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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주시 축제 및 행사

전주대사습놀이

전주세계소리축제

기 간 매년 6월경

장 소 전주실내체육관

주 최 전주시, (주)문화방송

주 관 (사)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 전주문화방송(주)

기 간 매년 9월경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전주시일원, 각 도시거점

주 최 전라북도

주 관 (사)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조선조 숙종때의 마상궁술대회 및 영조대의 물놀이와 판소리, 백일장 등 민속 무예놀이를 종합대사습이라고 한다. 영

조8년 지방 재인청(신청)과 가무 대사습청의 설치에 따라 전주에 4개정(군사정, 의방정, 다기정, 진북정)을 두어 최초

로 전주에서 대사습대회가 베풀어진 뒤 매년 연례행사로 실시하여 대사습대회에서 선발된 권삼득, 신재호, 송만갑 등 

15명의 광대에게 의관, 통정, 검찰, 오위장, 참봉,  선달 등의 벼슬을 직접 제수하고 명창칭호를 하사한 바가 있다.  그 

후 정조,  순조대까지 계속 벼슬을 전승하여 오다가 외침으로 중단된 이후 1974년도에 전주에서 전통예술에 뜻이 있

는 인사들이 모임을 갖고 추진위원을 결성, 대사습놀이를 부활시켜, 1975년에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5개부분 (판소리, 

농악, 무용, 시조, 궁도)으로 대회를 시작하였고, 1977년도에 사단법인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설립등기를 마치고 계

속 대회를 주관하여 오다가 1983년도부터 판소리명칭부, 농악부, 기악부, 시조부, 민요부, 가야금병창부, 판소리일반

부, 궁도부 등 9개 부문으로 개최되게 되었다.

다양한 소리문화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한국적 풍류문화와 품격을 통해 소리에 대한 창조적인 발견을 하기 위해 전

라북도에서 기획하였다. 2000년 예비축제를 거쳐 2001년부터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20여 개국의 전통적인 민속음

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기획·초청·부대 프로그램 부문에서 12개 테마, 26개 프로그램으로 열린다. 

전야제를 제외하고 본 행사만 일주일 동안 열리는데, 판소리 명창명가, 판소리 다섯 마당, 새내기 명창, 국립창극단 공

연, 한·중·일 타악 페스티벌을 비롯해 해외초청공연을 통해 해외의 다양한 소리와 만날 수 있다. 부대행사로 어린

이 소리축제, 프린지 페스티벌, 대학생 창극경연대회 등이 열린다. 

2004년에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계 9개국의 세계문화유산을 집중 조명하는 ‘유네스

코 세계무형유산 특집공연’이 열렸다. 

[표 Ⅱ-40] 전주대사습놀이 개요

[표 Ⅱ-41]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요

[그림 Ⅱ-39] 전주대사습놀이

[그림 Ⅱ-40] 전주세계소리축제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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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야축제

전주한지문화축제

전주비빔밥축제

기 간 매년 12월 31일 ~ 1월 1일

장 소 전주풍남문 뜨락

주 최 전주시

주 관 전주시 문화관광청

기 간 매년 5월경

장 소 전주 한옥마을 일원

주 최 전주시

주 관 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

기 간 매년 10월경

장 소 전주 한옥마을 일원

주 최 전주시

주 관 풍남문화법인

제야(際夜)는 제석(際夕)이라고도 한다. 한 해를 마치는 날이라 하여 예로부터 궁중에서나 민가에서 여러가지 행사와 

의식을 행하였다. 그 해의 거래 관계는 이 날에 청산하며, 각 가정에서는 새해 준비와 연중 거래와 주고 받는 일로 분

주하고 밤중까지 빚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이날 밤 대궐 뜰에서 악귀를 쫓는 의식인 나례(儺

禮)를 베풀었다. 2품 이상의 조관(朝官)은 왕을 뵙고 묵은 해 문안을 드렸으며 민가에서는 사묘(詞廟)나 손위 어른들

에게 묵은 세배를 드렸다. 궐내에서는 연종포(年終胞)를 놓고 화전(火箭)을 쏘고 징을 울렸으며 민가에서는 등불을 밝

히고 서로 지난해를 반성하면서 밤샘하는 풍습이 있었다.

1997년에 전주한지축제로 시작하여 1999년부터 전주종이축제로 이름을 바꿨다가 2006년이후부터 전주한지문화축

제로 명칭을 바꾸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독특한 멋과 아름다움을 지닌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세계에 전하고 

전주 한지의 명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마다 개최된다.

조선시대의 한지생활용품 유물전,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과 고(古)문헌전, 닥종이인형전, 수정한지그림전, 한지패션쇼, 

초등학생 한지 그림그리기대회, 가족문바르기대회, 한솔종이박물관 특별기획전, 사경대회, 시민과 함께하는 한지제작 

체험, 한지공예교실, 종이장터, 한지와 전통문화 체험, 청소년 어울마당, 종이재활용 교실, 종이바수기 시연 및 전시, 

한국전통연 시연 및 전시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와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요즘 맛의 고장 전주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맛의 대향

연이 시작된다. 전통음식을 활용한 퓨전요리경연대회를 비롯해 전주시내 소문낫 맛집을 찾아 기본음식 외에 새롭게 

개발된 메뉴를 맛보는 음식기행도 마련된다. 

[표 Ⅱ-42] 제야축제 개요

[표 Ⅱ-43] 한지문화축제 개요

[표 Ⅱ-44] 전주비빔밥축제 개요

[그림 Ⅱ-41] 제야축제

[그림 Ⅱ-42] 전주한지문화축제

[그림 Ⅱ-43] 전주비빔밥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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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국제영화제

전주단오제

기 간 매년 4월 말 ~ 5월 초

장 소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등 주요 영화관

주 최 전라북도 전주시

주 관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기 간 매년 5월말경

장 소 전주덕진공원

주 최 전주시

주 관 풍남문화법인

부분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영화제이다. 전주시가 조직·주최하고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관광

부·전라북도·영화진흥위원회·한국영상자료원·한국영화인회의·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

이 영화제는 영화미학이나 영상기술 면에서 지금까지 보아온 주류영화들과는 다른 새로운 대안적 영화(alternative 

film)를 관객에게 소개하고, 디지털 영화(digital film)를 상영하며 지원한다. 

2000년에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영미권·유럽·러시아·오스트레일리아·아

시아 등의 영화 140여 편이 참여하였다. 시상 부문은 우석상(인디 비전), 디지털 제이제이스타상(디지털 스펙트럼 부

문), JIFF 최고인기상(관객 투표), 관객 평론가상, CGV 한국장편영화 개봉 지원상 등이다.

심벌마크는 이 영화제의 중심 주제인 디지털의 최소 단위 비트인 ‘0’과 ‘1’을 점과 선으로 조합하여 전주의 영

문 이니셜인 ‘J’를 형상화한 것이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풍남문화법인이 주관하며 주요행사로는 열림굿(개막행사), 단오물맞이(창포물 머리감기, 

단오약쑥김맞이 등), 단오식(단오음식 전시판매, 단오떡/농주나눔 등), 단오선(단오부채 만들기 체험 등), 단오등(단오 

소원등 달기 등), 단오장(손목에 오색실 묶기, 봉선화 물들이기 등), 단오놀이(전통민속놀이-씨름, 그네, 투호, 널뛰기 

등), 문화행사(시민동아리 한마당) 등이 있다. 단오날(음 5.5)이 되면 시민들이 덕진공원에 모여 창포물 머리감기, 그네

뛰기 등 단오풍습을 즐기는 수많은 인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함께 어울려 평안과 건강과 풍요를 빌고 다양한 민속

행사를 통해 즐거움을 만끽하는 풍성한 단오축제마당이 펼쳐진다. 청소년들에게는 잊혀져가는 여러가지 풍속과 놀이

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Ⅱ-45] 전주국제영화제 개요

[표 Ⅱ-46] 전주단오제 개요

[그림 Ⅱ-44] 전주국제영화제

[그림 Ⅱ-45] 전주국제영화제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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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여건 분석

2. 1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상위 계획 및 앞으로 진행될 관련계획을 조사하여 전주시가 추구하는 경관특성에 맞는 야간

경관계획을 진행하고자 한다.

  2001 전주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경관비전으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첨단도시로 발돋움

  2008 전주시 기본경관 계획연구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전주시의 도시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

  아트폴리스 전주

전주의 문화와 역사를 통해 전주다운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추구

  노송천 복원프로젝트

구 도심 중심지를 통과하는 노송천 복개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전주시 5대 역동산업

‘5대 역동산업’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신 산업도시 육성

  컨벤션센터 복합시설 & 스포츠 타운 조성

광역도시급 스포츠타운을 조성해 국제회의 및 문화여가를 충족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그림 Ⅱ-46] 전주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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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 전주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1)  전주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경관비전 

   맛과 멋이 체감되어 삶이 아름다운 첨단 도시

“맛과 멋이 체감돼 삶이 아름다운 첨단도시” 를 테마로 하여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로 탈바꿈 한

다.
 

   아름다운 활력으로 맛깔스런 도시

‘전주다운 이미지 창출’을 기본 개념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자, 매력과 활기가 넘치는 도시를 구현한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멋스런 도시

전주 역사와 문화의 대표지역인 한옥마을 역사문화재 등 다양한 고유의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져 시민의 문화적 

의욕을 고취시킨다. 또한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중심의 축제로 전주의 맛과 흥을 조화시켜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문화축제의 장을 형성한다.
 

   더 큰 미래를 맞이하는 첨단 도시

전주시의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경관비전으로 “맛과 멋이 체감되어 삶이 아름다운 첨단 도시”를 구현하기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가지 경관의 창조와 숲과 물 그리고 바람이 공존하

는 자연경관을 형성하여 경관특성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랜드마크 경관을 연출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경

관 실천 등을 경관미래상으로 설정된다.

 

2)  실천과제 

 

   역사,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문화경관창출

전주시가 자연생태, 예술도시, 문화환경 예술도시, 첨단산업영상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가

장 한국적인 도시, 문화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는 전통문화 생활도시로 조성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가지 경관 창조

숭고한 인간정신을 담은 전통문화가 살아숨쉬는 예술도시로 현대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문화상품

을 창출한다. 전통문화의 일상화를 통해 시민들의 전반적인 문화, 경제활동의 참여와 활약을 구현하는 “인간

적인 도시”로 변화한다.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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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과 물 그리고 바람이 공존하는 자연경관의 형성

숲과 물, 그리고 바람이 공존하는 자연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가지 경관을 창조한다. 

동시에 도시 전반적인 생태와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친환경”의 도시를 구현한다. 

 

   경관특성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랜드마크 경관 연출 

원시가지경관, 신시가지경관, 서부신시가지, 전통문화경관, 산업단지경관, 자연경관, 도로축 및 랜드마크 경관 

등 도시 공간의 구분을 통해 경관요소를 근거로 랜드마크 요소 설정, 스카이라인 형성, 간판, 외장재 조절, 건축

물 형태 및 색채계획, 랜드마크 도입으로 특성화 시킨다. 또한 이미지, 가로환경 정비, 건물 높이 및 형태 조절

을 통한 전반적인 도시 이미지 형성, 야간경관 정비, 오픈스페이스 조성, 접근성 제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

절을 위한 통경 축 확보, 녹지공간을 연계한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경관 실천

경관요소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건축물, 색채, 전통문화 경관 등 분

야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기본계획 수립 

  - 야간경관 핵심지구 선정 및 테마 수립 

  - 전주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4개 대상지의 테마별 조명 계획 

  - 40여개소의 경관거점 조명 계획 

[그림 Ⅱ-47] 권역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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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연구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처

발빠르게 발전하는 국내외 도시들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지역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처한다.
 

   도시기능 및 역할 재정립

전주 도심의 특화된 공간구조를 전략적으로 발전, 인구흡입력을 상실한 구 도심권의 재개발 등 도시기능에 충

실하고 도시가 가지는 역할과 부흥에 대해 재정립 한다.  
 

   상위 및 관련계획을 수용

   전주시 여건변화에 부응

환경수요에 부응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환경컨설팅업, 토양정화업, 재활용업을 환경서비스업을 유망업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등의 전주시의 여건 변화에 대해 부응 한다.
 

   미래상과 발전비전 설정

‘예술도시국’ 아트폴리스를 실현하는 전주시의 미래상에 대한 전반적인 구현과 시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다

양한 발전비전에 대해 설정한다.
 

   추진전략 및 실천방안 마련 

전주시의 홍보전략 수립부터 옥외광고물 개선 및 단속, 정비업무,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등 포괄적인 업무부터 세부항목까지 추진전략 및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2)　실천계획 

   2020년까지 새 만금 배후 도시로의 입지 확보

오는 2020년까지 전주시가 수립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새만금 배후 중심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도시를 특화된 공간구조로 개편한다.
 

   도시를 특화된 공간구조로 확대

도시의 생태공간을 확충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적 도시건축 공간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한  

전통과 현대의 주거공간별로 차별화된 개발지침을 마련하고 조명을 활용한 야간 경관을 구현하는 등 행복도시

를 활성화 하는 공간구조로 확대한다.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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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생활 중심권으로 고차원적인 서비스 기능을 충족

광역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심성과 규모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비전과 

목표설정이 요구되며 이는 도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고차원적인 서비스 기능을 충족 시킴

   전주의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전주 아트 폴리스 계획   

‘아름다운 활력으로 맛깔스런 도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멋스런 도시’, ‘더 큰 미래를 맞이하는 

첨단 도시’의 실천과제의 실현을 통해 전주의 역사,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문화경관창출과 도시미관을 위한 

아트폴리스 계획설립 · 

주요 경관축 

① 관문 역사축

② 하천축

③ 환상녹지축

④ 신구 조화축

⑤ 서부 신시가지 축  

주요 조망축 

① 모악산 조망축

② 월드컵경기장 조망축       

③ 풍남문 조망축

④ 전북 도청 조망축

⑤ 한옥마을 조망축

[그림 Ⅱ-48] 기본계획 종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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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트폴리스 전주

1) 비전

2) 추진전략

전주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의 핵심은 품격있는 예술도시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어 세계 일류도시로서의 가치를 더

욱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유 문화 자산의 재생이나 디자인도시로의 탈바꿈이 요구된다.

[그림 Ⅱ-49] 아트폴리스 전주의 비전

[그림 Ⅱ-50] 아트폴리스 전주의 추진전략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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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트 폴리스 전주의 목표

   지속가능한 개발 및 창조적인 도시관광 자원화의 추진 

전주시가 ‘아트폴리스’ 구상을 구체화하고 그간의 개발 위주 도시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공간을 새롭게 디자

인 한다. 이로써 도시경관과 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한다.

 

   고유 역사문화자산의 활용을 통한 아름다운 예술도시 조성

전주시의 역사·문화·전통을 통해 예술적인 면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예술축제”를 조성한다.  

  

   첨단 IT 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매력적인 도시미 창출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경관조례와 디자인의 발전과 확산에 있어  최첨단 IT시스템을 활용하

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향후의 디자인에 IT 시스템의 접목으로 도시경관디자인의 강점을 적극 부각시켜 매력

적인 도시로 복원한다. 

 

   아트폴리스 마케팅을 통한 도시경제가치의 창출

‘아트 폴리스 전주’ 예술도시국을 형성하고 아트폴리스 마케팅의 핵심적·미래적 가치를 함축한 관광, 한스

타일, 생태환경 등에 대해 브랜드 마케팅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경제 가치를 창출한다.

 

   아름답고 개성있는 미학도시 추구

전주시의 특성과 이미지를 최대로 살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총체적인 전주 도시브랜드”개발을 

통해 역사, 문화, 경제 개발의 미학적 도시로의 사업을 추진한다.    

[그림 Ⅱ-51] 아트폴리스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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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1) 개요 

구 도심 중심지를 통과하는 노송천 복개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전주의 청계천에 해당하는 노송천의 

물길을 다시 열고 꽃과 나무를 심어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속적인 자연생태형 하천을 만든다.

 
2) 목표

   도심속의 수변공간의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노송천 복원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도심 8개소에 도심생태 친수공

간을 조성한다. 도시 숲 가꾸기를 통해 전주를 푸르게 함은 물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생태환경과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전반

적인 경관을 재복원한다.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를 추진

노송천 복원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한옥마을---영화의 거리---걷고싶은 거리---청소년광장(오거리)과 연

계하며 노송광장---중앙시장---한국은행까지 자연스럽게 보행로가 조성돼 전통문화와 자연생태가 살아있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침체된 중앙시장과 구도심을 활성화하여 경제적 기여

노송천 곳곳에는 여울과 분수 쌈지공원,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블거리를 제공하고 징검다리

와 교량을 설치하여 시민과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이 설치된다.
 

   친수효과와 홍수위저감 및 훼손된 하천기능의 개선

노송천 복원프로젝트는 물과 동식물과 자연석이 어우러져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만들면서 도심 열섬현상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주시의 브랜드로써 이미지개선에 기여하며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

[그림 Ⅱ-52]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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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대 역동산업

1) 개요

미래전주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적인 경제성과를 거두기 위한 ‘5대 역동산업’ 을 통해 전통과 현대

가 함께하는 신 산업도시를 만든다.

세계로 진출하는 한스타일 산업

한스타일산업 중심의 전통문화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한국무형문화유산 전당 건립으로 아·태지역 무형문화 본산으로 부각 

·도청이 떠난 구도심 일대를 한스타일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사업 추진 

·다양한 체험콘텐츠 개발로 전통문화 체험관광자원 확대 

·전주 축제를 한스타일산업으로 발전 

·세계 진출을 위한 대륙별 한스타일사업 세계화 거점 확대

21세기 신산업화 ‘생태관광 산업’

도심곳곳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함께 공존하는 문화·생태공간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태극형 생태관광축을 개발

·전주를 대표할 1,650만㎡의 친환경 명품도시 개발 

·천년 역사와 전통문화를 연계한 생태관광자원 개발 

·실개천과 분수가 어우러진 문화광장을 대대적으로 조성 

·도심의 주요 하천과 소류지를 친수 생태관광자원으로 조성 

·도시전체에 숲과 녹색의 여가문화 공간으로 가득찬 푸른도시 조성 

[그림 Ⅱ-53] 5대 역동산업

[그림 Ⅱ-54] 한스타일 산업

[그림 Ⅱ-55] 생태관광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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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화영상산업’

5~60년대 영화도시의 명성을 이어, 전국 제1의 영화촬영도시에서

아시아 제1의 영화촬영도시로 육성

·전주국제영화제를 세계 10대 영화제로 육성 

·아시아 HD영화제작 전진기지 구축 

·수준 높고 차별화된 영화제작도시 조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의 거리’ 특구 조성 

·영화영상 전문인력 양성 Star프로젝트 추진

차세대 기술집약형 ‘부품소재 산업’

고부가가치의 부품소재산업 기술 개발분야와 R&D기반형의 특화된 

기술집약형 부품소재 산업

·국내 최초, 최대의 탄소섬유 공급기지인 카본밸리 조성 

·가볍고 강한 차세대 자동차, 항공기 부품생산 전진기지 구축 

·친환경적 고기능의 세계 일류 부품소재상품 개발 

·차세대 전략산업인 플라즈마, 커뮤터카 생산개발 거점화 추진 

·‘인쇄전자산업의 혁명’으로 전주 완판본의 영광 재현  

미래의 건강산업을 선도할 ‘생물생명 산업’

미래건강산업인 기능성식품과 발효식품 중심의 생물산업과 청정 한약

재, 한방의 생명산업 특화도시로 육성

·고기능·고부가 생물생명산업 100개 업체 클러스터 조성 

·첨단 생물생명산업 연구기능 집적화 

·기능성식품, 발효식품을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으로 육성 

·노령화시대에 대응한 전주한방의 과학화 대중화 세계화 추진

[그림 Ⅱ-56] 영화영상 산업

[그림 Ⅱ-57] 생물생명 산업

[그림 Ⅱ-58] 부품소재 산업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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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컨벤션센터 복합시설 & 스포츠 타운 조성

1) 필요성

   현 덕진종합경기장으로는 전국체전 유치 불가능 

·1964년에 신축한 44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물인데다 2종 육상경기장만이 설치되어 있음 

·최근 3년간 평균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적자 13억원 

   체육시설 집적화는 이용·효율성을 높여 재정 부담을 덜어 줌 

·현 덕진종합경기장 주변 시가화에 따른 도심 재구성 필요성 대두 

·현 위치 재건립은 재원 마련과 부족한 토지 확보에 어려움 

·광역도시급 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 

   컨벤션산업 인프라는 지역 및 구도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됨 

·첨단산업구조로 개편되고 있는 익산, 군산, 김제, 정읍의 Gateway 역활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되면 국내회의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유치도 가능 

·변화된 다양한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여가 등 수요 충족 

2) 추진상황

   연구 용역 2회 실시 : 컨벤션·스포츠타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컨벤션복합시설 초기 투자액은 많지만 사회기반시설이면서 공공투자 사업 

·현 체육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체육시설 건립 필요 

·광역도시에서는 이미 체육시설을 집적화시킨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고 있음 

   전문가 및 시민 여론 수렴(공청회) 2회 실시 

·찬성 : 도심공간 재구성, 구 도심 활성화, 컨벤션산업 인프라 구축 

·반대 : 운영적자, 건립재원 마련 어려움(국·도비 지원 불가)

　　　  덕진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을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이축하고 부지를 재개발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체육시설 이축 및 컨벤션복합시설 건립 비용 충당 

   건립부지 양여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도시기본계획 변경(주거지역 →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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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방향

정책방안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시민의 합의 형성 

·민간의 효율·창의성 활용 개발 재원 확보 

사업방식 

·민간 협약 등 법령으로 가능한 모든 방식 

사업추진 

·건설사업관리 방식(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계약, 시공 등 관리업무 전반) 

4) 추진계획

대도시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스포츠타운 조성 

·현 종합경기장에 대한 대체시설부터 먼저 건립 추진 

 - 1단계 :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이전 건립 

 - 2단계 : 게이트볼장, 풋살구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X-게임장 등 

아시아를 넘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국제적인 컨벤션 센터 건립 

·컨벤션홀 13실(국제회의시설 가변형 대 2실, 중 4실, 소 6실) 

·전시·이벤트홀 6실(가변형 대 1, 중 2, 소 3) 

·호텔 150실(스위트룸1, 주니어스위트룸3, 이그제큐티브룸36, 스탠다드룸110) 

[그림 Ⅱ-59] 컨벤션센터 복합시설 & 스포츠 타운 조성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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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법규 검토

 3. 1 관련법 위계

3. 2 관련법 및 규정에 대한 조사

1) 경관계획수립지침 (2007. 12. 18) 건설교통부고시 제 597호 특정경관계획

제1장 총칙

1-5-1. 경관계획은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계획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경관계획 : 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 권역, 축, 거점 등 경관관리단위를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특정경관계획 : 관할지역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한 실행방안

을 제시하는 계획

제4장 기본경관계획

4-4-3. 경관축계획

(3) 조망경관자원과 조망점 사이에 있는 건축물과 가로의 규모와 야간경관 등에 대한 계획방향을 포함한다.

4-5-1. 경관설계지침의 적용 및 수준

(3)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내용을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

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의 경관구성요소별 경관 설계의 방향, 원칙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시한다.

[표 Ⅱ-47] 관련법 위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본계획
경관부문계획

경관지구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

경관법

경관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기본방향

기본경관계획

야간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건축기본법

건축기본계획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방향

실현수단

보완

기본방향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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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6) 야간 경관설계지침

① 야간경관 구성요소를 도시적 차원, 지역적 차원, 요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야간경관 수립을 위한 지표를 마련한

다.

② 야간경관의 연출 및 관리를 위한 유도사항과 규제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제5장 특정경관계획

5-4-3. 경관축계획

(3) 경관자원과 조망점 사이의 건축물, 가로시설물, 가로수 등의 높이와 배치, 단면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야간

경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5-5-1. 경관설계지침의 적용 및 수준

(3) 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은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한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의 경관구성요소별 규모, 배치, 형태, 재료, 색채 등에 관한 설계사항 등을 포함한다.

5-5-2.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3)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④ 근경에서 보이는 업소의 특성을 연출하기 위한 광고물 종류별 형태, 소재, 색채, 조명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작성

할 수 있다.

⑥ 관리지역별로 가로형 간판 등(가로형, 돌출형, 지주이용형, 창문이용형 광고물 등)의 설치 가능한 광고물 종류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각 종류별 설치위치, 수량, 크기, 색채, 재료, 서체, 조명 등의 항

목별 지침을 계획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④ 가로시설물은 교통시설, 조명시설, 휴게시설, 공공시설, 안내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 형태, 규모 등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6) 야간 경관설계지침

① 야간경관 구성요소를 도시적 차원, 지역적 차원, 요소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야간경관을 수립할 수 있는 지표를 제

시한다.

   ㉠ 면 또는 선적으로 나타나고 지역 내에서 영향이 큰 야간경관 요소는 지역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도시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도시 전체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야간경관요소는 도시적 차원에서 검토 되

       어야 한다.

   ㉢ 단위요소로서 조망대상이 되거나 주요 조망점, 랜드마크적 특성이 강한 야간경관요소는 단위 요소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② 야간경관계획은 연출, 유도, 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야간경관 연출을 위해 랜드마크, 건축물, 도로, 가로 등의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 상업광고조명의 합리적 규제를 위하여 운영중인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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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주시 야간경관 환경조사

4.1 인프라 구조 조사
 

① 2009년 가로등·보안등 현황

가로등·보안등

구분 노선 총연장
(km)

설 치 등 수 비고

소계 가로등 보안등

계 116 255 28,997 12,772 16,225

완 산 69 141 15,455 7,067 8,388

덕 진 55 114 13,542 5,705 7,837

② 터널 및 지하차도 조명

터널 및 지하차도 조명

③ 가로등주 현황 

스텐레스주

구분 터널 및 지하차도 조명 및 기타시설

계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계 조명등 기타

계 16 2 6 8 3,107 3,068 39

완 산 7 1 2 4 810 794 16

덕 진 9 1 4 4 2,298 2,274 23

형태 노선명 구간 등수 점멸기수

스텐레스주 용 머 리 길 완산교～우림교,

효정여중～현대

115 5

남 천 로 완산교～한벽교 138 4

견 훤 로 문화로～기린봉 31 2

영화의거리 중앙동일대 43 2

서부신시가지 〃 1,377 8

계 1,704 21

[표 Ⅱ-48] 가로등·보안등 현황

[표 Ⅱ-49] 터널 및 지하차도 조명 현황

[표 Ⅱ-50] 스텐레스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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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암주

형태 노선명 구간 등수 점멸기수

한전주암 서 학 로 전주교~좁은목 40 2

은 행 로 동부시장~남천교 20 1

문 화 로 전고사거리~아중리 48 1

전주진입로 구이,김제,임실진입로 124 4

기타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905 22

계 1,137 30

기타등주

형태 노선명 구간 등수 점멸기수

원형, 테퍼주 대 동 길 우신여관사거리～천변 31 1

원형주 기 린 로 전고사거리～약수터 85 3

주물등, 테퍼주 화 산 로 백제교～평화네거리 559 16

주물등 쑥 고 개 우림교～금구시계 217 7

사각분체주 태 조 로 경기전～오목대 31 4

계 923 31

주물등주

형태 노선명 구간 등수 점멸기수

주물등주 월드컵로 백제교~20호광장 138 3

약전거리 완산교~도청 13 1

걷고싶은거리 객사~오거리 31 4

차이나거리 중앙동일대 38 2

안행지구 〃 125 3

계 345 13

[표 Ⅱ-51] 한전암주 현황

[표 Ⅱ-52] 주물등주 현황

[표 Ⅱ-53] 기타등주 현황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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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각테퍼주

형태 노선명 구간 등수 점멸기수

팔각테퍼주 팔달로 오거리～전주교 180 12

충 경 로 동부시장～다가교 70 2

천 변 로 어은교～남천교 164 5

서 원 로 다가교～이동교 114 3

장 승 로 전주교～평화네거리 133 4

어 은 로 어은터널～화산로 16 1

거 마 로 대왕장미㉵～안행교 87 3

서 낭 로 병무청～서낭당 31 2

삼 천 로 서곡교～우림교 119 4

우 전 로 평화네거리～중인선 104 3

평 화 로 평화네거리～교도소 152 3

회 현 로 백제교～완산교 60 2

진 북 로 화산로～마전교 10 1

남 고 로 좁은목～남고시계 10 1

가리내길 도토리교～한벽교 90 5

서진로 마전교～이서 157 5

구이선 평화동～구이 59 2

평화지구 택지개발지구내 201 2

서신1지구 〃 189 6

서신2지구 〃 187 4

서곡지구 〃 211 5

삼천택지 〃 226 7

효자택지 〃 234 14

화산택지 〃 154 5

계 2,958 101

[표 Ⅱ-54] 팔각테퍼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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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야간경관 조사

(1) 조사 개요

전라북도 경제의 중심인 전주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복잡함을 가지고 있기에 전주시 경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관리 및 계획이 필요하다. 야간경관 계획을 위한 현황 파악을 하여 전주시 전역을 조사하였다.

 조사 목적

- 야간경관을 이루는 주요 조명요소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 전주시 야간경관조명 설치 현황 및 밝기 조사

- 야간경관 저해요인 및 발광광고물 현황 파악

 조사방법

- 대표권역 휘도수치 조사

- 대상별 현황조사

- 권역별 현황조사

(2) 조사 방법

 조사기간 및 인원

- 1차 : 2008년 9월 24일 14:00~20:00 / 연구진 2인, 보조연구원 2인 

- 2차 : 2009년 1월 9일~10일 / 연구진 4인, 보조연구원 4인

- 3차 : 2009년 1월 21일 17:00~23:00 / 연구진 4인, 보조연구원 2인

- 4차 : 2009년 2월 23일 12:00~20:00 / 보조연구원 5인

- 5차 : 2009년 3월 23일~24일 / 보조연구원 2인

 조사방법

- 야간현황 촬영

- 휘도, 조도 조사

[그림 Ⅱ-60] 맞은편 가로에서 조사자가 3지점의
                 휘도를 측정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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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지역 

전주시 도심, 서부 신시가지부근, 전주천 삼천 대표지역 

              - 도심권 : 시청, 전북대학, 걷고싶은 거리, 팔달로 등 주요도로 주변

              - 천  변 : 전주천, 삼천주변

              - 서부 신시가지 : 전북도청사, 경찰청 주변

 조사장비

- 카메라(finefix S3 pro, Nikon D300), 휘도계(LS-110), 조도계(MINOLTA T-10)

[그림 Ⅱ-61] 카메라(Nikon D300) [그림 Ⅱ-62] 휘도계(LS-110) [그림 Ⅱ-63] 조도계(Minolta 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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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대상

 조명자원 

- 건축물 : 공공건축물, 상업용건축물, 업무(주거)용빌딩, 공공시설물, 경관조명설치건축물

-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

- 기타구조물 및 발광광고물

- 문화재 및 근대건축물

- 자연경관 : 공원, 오픈스페이스 

- 수변경관 : 전주천, 삼천

 대상별 현황

[그림 Ⅱ-64] 전주시 주요대상 현황

2. 기초조사분석

덕진공원

전주동물원

전주승마장

전주공설운동장

서부공원

인정공원

화산공원

신라공원

전주빙상경기장

양지공원

그린공원

송정공원

아중체련공원
한범로공원

아중저수지

전주전통문화센터

전주월드컵경기장

롯데백화점
신세계이마트

전주cgv

전주메가박스

호텔리베라

홈에버

코아백화점

뉴파크호텔

프리머스

롯데마트

전북도청

완산구청

완산소방서

전북경찰청

전주지방환경청

전주지방법원

완주군청

전북조달청

전북우체국 토지공사
농촌공사

완주군교육청

전주시청

전주검찰청

풍남문

전동성당

남고산성
남고사

치명자산성지

견왕릉터

객사

오목대

전주향교

송천역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아중역

문화시설

교통시설

오픈스페이스

관공서

문화재

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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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별 세부현황

구분 계 대상

공공시설물 18 전주동물원, 체련공원, 덕진공원, 전주빙상경기장, 완산공원, 전주공설운동장, 전주수목원, 인정공

원, 화산체육관, 화산공원, 양지공원, 신라공원, 전주박물관, 서곡공원, 월드컵공원, 아중체련공원, 

배드민턴체육관, 중상공원

공공건축물 27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도립국악원, 중앙도서관, 전주예술회관, 전주교육대학교, 전주시립도서

관, 예수간호대학교, 덕진예술회관, 국립전주박물관, 완산구청, 전주소방서, 전라북도청, 전주시청, 

체신청,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아중역, 전북대학병원, 전주병원, 한국농촌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전력공사, 사학연금회관, 동전주우체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문화재 23 조경단, 경기전, 추천대, 전주객사, 한백당, 전동성당, 풍남문, 오목대이목대, 동고산성, 남고산성, 

전주향교, 견훤왕릉터, 치명자산성지, 동고사, 학소암, 화산서원비, 관성묘, 천양정, 추천대, 서서학

동 석불인상, 반곡서원, 황강서원

민간건축물 26 리베라호텔, 걷고 싶은 거리, 코아백화점, 롯데백화점, 까르푸, 이마트, 롯데마트, 엠마오사랑병원, 

원광대한방병원, 전주삼성병원, 대우빌딩, 하나로통신, 교보빌딩,대한통운빌딩, 전주KBS, 삼성화

재빌딩, 씨너스G, 자바씨티, 메가박스, 프리머스시네마, CGV전주, 전주관광호텔, 전주코아호텔, 

롯데백화점, 현대자동차, 동백웨딩타운

교량 26 전주천교, 추천대교, 홍천교, 마천교, 효자대교, 이동교, 우림교, 새내교, 삼천교, 한벽교, 남천교, 

싸전다리, 매곡교, 서천교, 완산교, 다가교, 도토리교, 어은교, 진북교, 서신교, 백제교, 사평교, 가

련교, 아중교, 인덕교, 여우교

합계 120

 주요 조사지역 

전주시 도심, 서부 신시가지부근, 전주천 삼천 대표지역 

              - 도심권 : 시청, 전북대학, 걷고싶은 거리, 팔달로등 주요도로 주변

              - 천  변 : 전주천, 삼천주변

              - 서부신시가지 : 전북도청사, 경찰청주변

[표 Ⅱ-55] 대상별 세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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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내용

1) 주요도로 및 대상 휘도조사

[그림 Ⅱ-65] 녹두길

[그림 Ⅱ-69] 녹두길

[그림 Ⅱ-72] 기린로

[그림 Ⅱ-75] 풍남문

[그림 Ⅱ-78] 아파트 옥탑조명

[그림 Ⅱ-70] 녹두길

[그림 Ⅱ-73] 충경로

[그림 Ⅱ-76] 한옥마을

[그림 Ⅱ-66] 백제로 [그림 Ⅱ-67] 화산로, 백제로

[그림 Ⅱ-68] 화산로

[그림 Ⅱ-71] 진북로

[그림 Ⅱ-74] 풍남문

[그림 Ⅱ-77] 한옥마을 편의점

3.63

645 33
19

18 30

20.5

48
318

2.78

178 182

60

157 13

1.9

920
563

352

398

0.63

130

W:162
R:112

46.1 355 408 17300 336 375
2460 399 420

575 569 366

229 663 394 10.4 341 366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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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9] 전북일보

[그림 Ⅱ-82] 삼성생명

[그림 Ⅱ-85] 삼성 애니카 전광판

[그림 Ⅱ-80] SK빌딩

[그림 Ⅱ-83] 시청앞 가로등

[그림 Ⅱ-81] KT전광판

[그림 Ⅱ-84] 팔달로 가로등

전체적으로 빛의 분포는 차분하지만 전체적인 통일성이 떨어진다. 특히 새롭게 들어선 아파트의 경우 경관조명

이 제각각 되어있고 컬러의 통일감이 전혀 없으며 휘도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문화재 주변에 강한 휘도

의 건축물이나 조명이 많아 주변 경관을 어지럽히고 있다.

717 297 282
566 307 316

47.4 312 353

678 292 271
922 322 278

W : 243 305 332
B : 47.1 214 225

5370 338 393

263 312 117

2030 529 448

110 329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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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별 야간경관 조사 
      

① 도로 

눈부심을 유발하는 글로브형 기구로 도로가 쾌적하지 않음    

 녹두길

[그림 Ⅱ-86] 월드컵경기장 주변

[그림 Ⅱ-89] 전북대 지하보도 주변

[그림 Ⅱ-92] 금암광장

[그림 Ⅱ-95] 충경로 사거리

[그림 Ⅱ-93] 금암동

[그림 Ⅱ-96] 충경로 사거리 야경

[그림 Ⅱ-94] 진북광장

[그림 Ⅱ-97] 팔달로

[그림 Ⅱ-90] 전북대 지하보도 주변 [그림 Ⅱ-91] 전북대 지하보도 주변

[그림 Ⅱ-87] 월드컵경기장주변 [그림 Ⅱ-88] 팔복동 주변

 팔달로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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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8] 화산로

[그림 Ⅱ-104] 가리내길 주간

[그림 Ⅱ-101] 백제로

[그림 Ⅱ-107] 가리내길 주간

[그림 Ⅱ-99] 화산로 야경

[그림 Ⅱ-105] 가리내길 야간

[그림 Ⅱ-102] 백제로야경

[그림 Ⅱ-108] 가리내길 야간

[그림 Ⅱ-100] 화산로야경

[그림 Ⅱ-106] 가리내길 야간

[그림 Ⅱ-103] 백제로야경

[그림 Ⅱ-109] 가리내길 야간

 화산로 ~ 백제로

④ 가리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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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0] 전북은행

[그림 Ⅱ-113] SK태평아파트

[그림 Ⅱ-115] 전주시청

[그림 Ⅱ-118] 롯데백화점 [그림 Ⅱ-119] 현대해상 건물

[그림 Ⅱ-116] 전주빙상경기장 [그림 Ⅱ-117] 전북도청

[그림 Ⅱ-111] 우미 린 아파트 [그림 Ⅱ-112] 베르디움 아파트

[그림 Ⅱ-114] 롯데마트

② 건축물

 대부분의 건축물이 경관조명이 되어있지 않으며, 아파트는 옥탑만 강조된 방식이 많음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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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오픈스페이스

강한 휘도와 무분별하게 사용된 LED로 인해 색상 연출이 조화롭지 않고 화려함  

[그림 Ⅱ-120] 소리문화의 전당

[그림 Ⅱ-123] 덕진공원 [그림 Ⅱ-124] 한옥마을

[그림 Ⅱ-121] 전주동물원 [그림 Ⅱ-122] 체련공원

④ 문화재, 근대건축물

전반 투광조명 방식으로 건축물의 질감이 표현되지 않으며, 평면적으로 연출됨 

[그림 Ⅱ-125] 한옥마을 [그림 Ⅱ-126] 풍남문 [그림 Ⅱ-127] 전동성당

[그림 Ⅱ-128] 전주객사 [그림 Ⅱ-129] 전주역 [그림 Ⅱ-130] 호남제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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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광광고물

발광광고물의 경우 도심지 부근은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 문화재와 공원주변에도 무분별하게 설치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아중리의 모텔밀집지역은 각각의 건축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경관조명 보다는 네온

싸인을 주로 이용한 현란하고 화려한 색상의 발광광고물을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발광광고물은 광공해를 일

으킬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 눈부심을 일으켜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지며 전주의 전통적인 도시 이미지를 크

게 저하시키고 있음

[그림 Ⅱ-131] 전주객사 [그림 Ⅱ-132] 충경로 [그림 Ⅱ-133] 기린로

[그림 Ⅱ-134] 아중리 모텔촌 야간현황

⑥ 주요하천

하천의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화려한 경과조명 연출로 주변의 경관과 조화롭지 못하고 생태계 또한 위협하

고 있음

[그림 Ⅱ-135] 삼천 효자다리 [그림 Ⅱ-136] 전주천 [그림 Ⅱ-137] 전주천 백제교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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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북은행 파노라마뷰 야간경관조사

전체적으로 어둡고, 야간경관을 대표하는 대상 및 지역이 없음. 무분별하게 설치된 발광광고와 무분별한 아파

트조명 등은 전체 밝기와 대비가 커 조화롭지 않음          

VIEW POINT 1 - 롯데백화점 방향

VIEW POINT 2 - 전주공설운동장, 전북대학교 방향

[그림 Ⅱ-138] 전북은행에서 바라본 파노라마 야간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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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뷰 촬영지역

VIEW POINT 1 - 롯데백화점 방향

VIEW POINT 2 - 전주공설운동장, 전북대학교 방향

VIEW POINT 3 - 전주역, 전북대학병원 방향

VIEW POINT 4 - 한옥마을, 아중역 방향 View Point 1

View Point 2

View Point 3

전북은행

View Point 4

VIEW POINT 4 - 한옥마을, 아중역 방향

VIEW POINT 3 - 전주역, 전북대학병원 방향

[그림 Ⅱ-139] 파노라마뷰 촬영지역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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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가로 야간경관

 조사방법 

현재 전주시 건축물의 조명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지역을 선정하고, 파노라마 사진

촬영을 통해 건축물들의 야간현황을 알아본다

롯데백화점에서 전북은행 (우측)

롯데백화점에서 전북은행 (좌측)

1
2

3

1

2

롯데백화점

하이프라자

전주공설운동장

그린정비센터

벽계가든 전북은행본점

동백웨딩타운
전북대학교

1

1

2

3 4

2

3 4

[그림 Ⅱ-140] 롯데백화점-전북은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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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롯데백화점에서 전북은행방향(좌측)

2   롯데백화점에서 전북은행방향(우측)

3   전북은행에서 전주역방향(좌측)

4   전북은행에서 전주역방향(우측)

5   한옥마을에서 풍남문

6   풍남문에서 객사

조사대상

화산로, 백제로, 태조로

4

3

4

[그림 Ⅱ-141] 조사대상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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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에서 전주역 방향 (우측)

전북은행에서 전주역 방향 (좌측)

전북은행

전북대학교

동하빌딩

전북소방서

푸른안과

융성아파트

연평도

1

1

4 5

2

2

3

1

1

2

2

3 4

5 6

[그림Ⅱ-142] 전북은행-전주역 우측구간

[그림 Ⅱ-143] 전북은행-전주역 좌측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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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완주군청 한국전력공사
홈플러스

SK주유소

전북체신청 새마을금고 LG 전주삼성병원

6
7

2

4
5

6
7

3 4

5 6 7

7

8

8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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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파노라마 (태조로)

풍남문에서 전주객사 

풍남문

경기전
한약당

전동성당

전주치과의원 SK텔레콤

동마담약방

1

1

1 2 3

2 3
4

5

2
3

2
3

[그림 Ⅱ-144] 한옥마을 구간

[그림 Ⅱ-145] 풍남문-전주객사 구간

전북은행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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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전통주류
관광안내소

전북은행지점

전주그린섬

5 6

6

4 5

4
5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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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분석종합

야간의 보행이 편안한 안전하고

쾌적한 조명

광공해를 고려한 배광선정과

에너지소비 절감형 조명

머물면서 체험할 수 있는 전주만의

빛축제 마련

연출의 기준이 되는 설계지침 마련

전주다운 빛의 랜드마크 만들기

지천, 공원 등이 어두워서 야간 보행시 안전의 우려가 있음

도로의 가로등이 눈부심을 유발하는 글로브형 기구로 되어 있음

전통 문화의 요소는 많으나 대규모, 고층의 랜드마크가 부족함

다양한 축제가 많으나 야간에 즐길 수 있는 빛축제가 부족함

아파트, 교량 등 빛의 밝기·색상이 주변환경과 조화롭지 않음

 분석종합  방향

[표 Ⅱ-56] 야간환경 조사 분석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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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민의식 조사

(1) 조사 목적

야간경관조명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전주시 야간경관조명 현황에 대한 시민의식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다.

(2) 조사 내용

· 야간의 전반적인 밝기에 대한 이미지

· 야간조명이 잘 되어진 곳과 개선점이 필요한 곳

(3) 조사결과

1) 야간경관에 대한 인지도

·전주시의 야간 빛환경에 대하여 202명 중 57%는 ‘어둡다’고 생각하며 35%는 ‘전반적으로 어둡다’고 응답  

   하여 전반적으로 전주시가 어둡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를 대표하는 야간경관으로는 35%가 한옥마을 이라고 응답하였고 기타 의견으로는 월드컵 경기장, 풍남문, 

   객사 순으로 나타났다.

2) 야간경관에 대한 만족도

·전주시 야간경관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1%가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21%는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야간경관 조명이 되어있는 대상 중에서는 월드컵 경기장이 22%로  조사되었으며, 기타의견으로는 한옥마을

   (17%), 걷고싶은 거리(12%) 등이 있다.

·개선되어야 하는 대상 및 장소로는 덕진공원(24%), 풍남문(18%), 전주역(14%)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야간경관 조

   명을 개선하면 효과적일 곳은 지천의 삼천로(22%), 지천교량(20%), 한옥마을 주요건축물(13%) 등으로 나타났다.

3) 야간에 즐겨찾는 장소

·전주시 시가지 중 야간에 즐겨찾는 장소로는 대학로(35%), 걷고싶은 거리 일대(18%), 한옥마을(12%) 순으로 응답

   하였고, 선정 이유로는 ‘야간경관을 즐길 곳이 많아서’라고 51%가 응답하였다.

·전주시 자연공원 중 야간에 즐겨찾는 곳으로는 덕진공원(43%), 전주천(32%), 삼천(12%), 아중저수지(7%) 순으

   로 조사되었다. 선정 이유로는 ‘휴식과 산책을 위해서’가 49%, ‘운동을 하기 위해서’가 25% 였으며,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는 42%가 ‘어두워서’라고 조사되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야경이 아름답지 않아서’가 

   16%로 나타났다.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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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사례조사

5. 1 해외사례조사

(1) 조사계획

1) 조사목적

·전주시 야간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야간경관조명 선진 사례를 문헌조사·분석하여  벤치마킹 한다.

·전통과 미래가 조화롭게 잘 정비된 일본의 오사카를 중심으로 경관조명 및 가로조명, 발광광고물 등을 조사하고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여 전주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시에 규제와 권장의 타당성을 설정한다.

·빛축제의 시초인 리옹의 야간경관 개발 시스템 및 참가 작품을 조사하여 전주의 축제 산업에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반영한다.

2) 조사지역  

·오사카 (오사카성지구, 오사카비지니스파크, 미나미지구, 우메다지역)

·교토  (교토타워, 청수사, 아라시야마)

·가나자와, 리옹

3) 선정 이유

해외 사례지로 선정된 도시는 야간경관사업이 초기부터 절제된 계획으로 아름다운 야간환경을 통하여 도시 이미지를 

아름답게 제고하고 있으며, 안전성 또한 확보하고 있어 수준 높은 야간경관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지역들이다.

4) 조사내용

건축물

발광광고물

도시기반시설

 ·건축물의 조명연출수법 조사

 ·야간 관광 프로그램 조사

 ·야간경관 운영시스템 조사

 ·Fete des Lumieres 2007

   주요 작품조사

[그림 Ⅱ-146] 오사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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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오사카(Osaka)

천년의 역사를 가진 오사카는 전통성과 현대성이 적절하게 조화된 도시로 초기부터 절제된 계획으로 고급스럽고 간

결한 빛이 특징이다. 현재 일본 제2의 도시로 성장한 오사카는 현대적인 감성을 가진 화려한 아경을 계획하면서도 전

통건축물을 우선시 하여 오사카가 가진 전통성을 극대화하였다.

1) 조사내용

 오사카 비즈니스 파크

·역사적인 오사카성과 주변의 첨단 비즈니스 빌딩이 함께 존재함

·복합적인 빌딩과 아파트가 녹지지역과 함께 존재하며 갤러리와 번화가가 있음

[그림 Ⅱ-147] 우메다에서 바라본 뷰 [그림 Ⅱ-148] 오사카비지니스파크 [그림 Ⅱ-149] 오사카비지니스파크

오사카성 지구

·오사카성의 휘도를 다른 건축물에 비해 좀 더 높게하여 오사카성을 돋보이게 함

·오사카성 주변에 시각적 방해요소를 최소화하여 원경에서 오사카성의 조망이 가능함

[그림 Ⅱ-150] 오사카성 [그림 Ⅱ-151] 오사카성 지역 [그림 Ⅱ-152] 오사카성 해자

미나미 지구

·도시의 하천 일부구간의 야간경관을 발광광고물로 특화하여 특별한 볼거리를 창출함

·건축물의 야경과 수면에 비치는 야경이 관광코스로 명물화 됨

[그림 Ⅱ-153] 도톰보리 [그림 Ⅱ-154] 도톰보리 광고물 [그림 Ⅱ-155] 도톰보리 광고물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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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60] 공중정원에서 바라본 전경 (야간)

우메다

·지역의 성격이 쇼핑지역과 전통거리 두가지로 명확히 보여주도록 계획됨

·한큐우메다의 경우 쇼핑과 오락의 성격이 강하며 한신우메다는 전통적이고 서민적인 분위기임

우메다스카이빌딩 : 공중정원 전망대

공중 정원의 최상층인 40층과 옥상은 하늘과 경치를 즐기기 위한 공중 정원 전망대이다. 그 이름에 걸맞게, 도심에 위

치한 초고층 빌딩의 매력을 최대한 발휘한 전망시설이며, 특히 옥상은 야외로서 수평방향으로 360˚ 시야의 개방감

이 확보되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다이내믹한 도심의 전망을 즐길 수 있다.

[그림 Ⅱ-156] 우메다역 거리

[그림 Ⅱ-159] 공중정원에서 바라본 전경 (주간)

[그림 Ⅱ-157] 우메다지역 [그림 Ⅱ-158] 우메다야경

공중 정원 전망대 40층의 남측 플로어는 오사카의 도심, 고층 빌딩군이 보이는 공간이다. 변모해가는 오사카역 주변

을 가까이서 한 눈에 볼수 있으며 밤에는 빛의 바다를 연상하게 하듯 흰색, 오렌지색, 파란색으로 반짝이는 빛방울

들이 로맨틱하게 감싸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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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61] 옥상 회랑

[그림 Ⅱ-162] 옥상루미데크 

[그림 Ⅱ-163] 인터렉티브 연출

[그림 Ⅱ-164] 공중정원 전망대 안내 브로슈어 

·하늘을 즐기는 공중 정원 옥상 회랑

옥상 회랑 ‘루미스카이워크’는 밤이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의 길이 되어 

거리의 화려한 불빛과 함께 아름답고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한다. 석양이 저물 무

렵이면, 루미스카이워크는 밤하늘의 산책길로 모습이 바뀐다. 회랑 전지역에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빛을 발하는 ‘축광석’이 깔려있어 오로라와 유성이 수놓는

듯한 환상적인 밤하늘의 산책로가 나타난다.

·옥상 루미데크 : Love 일루미네이션

옥상에 만들어진 루미데크의 바닥은 강화유리로, 밤이 되면 LED에 의해 오로라

처럼 빛을 변화시킨다. 바닥에 비치는 일루미네이션은 두 사람이 중앙의 빨간 벤

치에 앉아서 손을 맞잡고, 양사이드에 설치되어 있는 스테인리스의 돔을 잡으면 

변화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인터렉티브 퍼니쳐와 비주얼의 합작 : 173

원통모양의 공간에 놓여진 3대의 fuwapica는 앉거나 손을 대면 색이 변화하는 인

터랙티브 가구이다. ‘앉는다’라는 일상적인 동작이 좌면의 부드러운 빛과 앉았

을 때의 부드러운 감촉에 의해 편안함과 감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공중 정원을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fuwapica－LOVE bench에는 커플이 앉으

면 두 사람의 앉는 방법에 따라 빛의 표정이 바뀌는 장치가 되어있다.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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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65] 교토타워 야경 [그림 Ⅱ-166] 교토타워 주경 [그림 Ⅱ-167] 교토타워에서 바라본 야경

(3) 일본 교토

오사카와 함께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고도인 교토는 전통, 문화의 중심이자 국제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

으며 오랜 역사를 반증하는 많은 전통 건축물들이 존재한다. 현재는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음하고 있으며 현대 건축물

과 전통 건축물의 야간경관이 조화롭다. 또한 아라시야마 빛축제 등을 통해 경관조명을 관광자원화 하고 있다.

1) 조사대상

쿄토타워

·고전과 현대가 잘 조화되어 있는 교토의 새로운 상징으로 절제된 조명이 특징이다.

청수사

·11월중순부터 12월초순까지 단풍라이트업 행사를 통해 전통 건축물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

·낮은 볼라드형의 조명을 설치하여 전통공간의 어둠을 유지하는 야간 경관을 계획함

[그림 Ⅱ-168] 청수사 [그림 Ⅱ-169] 청수사 사당 [그림 Ⅱ-170] 청수사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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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시야마

·공원에 낮은 조명과 업라이트를 설치하여 어둠을 유지하면서 조명의 효과를 극대화함

·11월과 12월사이에 교토, 아라시야마 연등축제를 개최하며 약 2,600개의 연등이 설치됨

다이몬지 고잔 오쿠리비(불놀이)

·히가시야마 산의 다이몬지「大文字」로 산에서 펼쳐지며 밤하늘 위로 ‘大’자라는 글자 또는 신사의 도리이나 

   배의 모양을 나타낸 불꽃이 그려지는 축제로 교토의 여름을 장식하는 풍물이다.

[그림 Ⅱ-171] 아라시야마 대나무숲

[그림 Ⅱ-174] 외부전경사진 [그림 Ⅱ-175] 외부전경사진

[그림 Ⅱ-172] 아라시야마 참도 [그림 Ⅱ-173] 아라시야마 연등축제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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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나자와

1) 개요

가나자와시는 면적은 477.77km이며 인구는 455,952명으로 전주에 비해 2배정도의 면적과 인구수를 가진다. 현재 

인구 45만명의 중소도시인 가나자와는 매년 7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가 되었는데 역사가 깊은 도시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전통공예를 특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것들을 현대미술과 디자인으로 차별하고 있다. [중요전통건물보

전지구]를 지정하여 전통건물을 보전하고 이를 관광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가나자와 21세기현대미술관과 다

양한 체험박물관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전통과 현대를 적절히 혼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Ⅱ-176] 히가시 차야거리

[그림 Ⅱ-180] 히가시 차야거리

[그림 Ⅱ-183] 히가시 차야거리

[그림 Ⅱ-177] 가나자와역 [그림 Ⅱ-178] 가나자와미술관

[그림 Ⅱ-181] 겐토쿠엔

[그림 Ⅱ-184] 히가시 전통찻집

[그림 Ⅱ-179] 가나자와성

[그림 Ⅱ-182] 히가시 차야거리

2) 중요 전통건물 보전지구

가나자와시는 히가시지역을 비롯해 3군데의 치야거리를 [중요전통건물보전지구]로 지정하였다. 전통건물을 보전하

고 이를 역사적 가치와 관광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가치로 끌어올려 도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관광도시이

자 문화도시로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보전을 위한 지역법을 통과시켜 이러한 문화도시로 바꾸

기 위해 행정적인 역할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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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문화보호를 위한 지역법

문화재보호와 전통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법 통과는 가나자와시가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하는데 큰 역활

을 하였다. 일본내에서 처음으로 통과된 지역법으로 이는 특히 시민들과 협력으로 이룬것이기에 의미가 

매우 크다. 1980년대 후반에 도쿄의 단방향 문화축척에 반대하며 오케스트라를 창설하고, 교육.수련 프

로그램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시 고유의 전통적 분위기를 보존, 개량하는 등 시는 예술과 문화에 부흥했

다.  특히 오래된 사무라이 하우스나 역사적 랜드마크가 고층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빌딩에 의해 사라지

는것을 막기 위해 건물 높이, 물리적 형태, 색상, 광고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도시 경관에 대한 규제

를 구하였으며 지역 차원에서 전통적 환경과 현대의 새로운 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섬유 생산의 장이었던 방직소 창고를 시민의 예술마을로 재창조하여 시민의 창의적 활동을 불

러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가나자와21 세기미술관은 가나자와시(市)가 갖는 문화적특성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정체된 도시의 

이미지를 타파하고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심 한복판에 미술관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가나자와시

가 추구하는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문화가 도시의 중심축이 되어 도시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고자 하

였다.

4) 체험박물관

가나자와시에는 약320여가지의 자그마한 체험박물관이 있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해준다. 금박박물관에

서 공예품 완성의 전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으며 전통공예산업관에서는 가나자와의 대표적인 공예품을 전시, 판매하

는 등 가나자와시의 다양한 전통의 모습을 에듀테인먼트의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Ⅱ-185] 가나자와미술관 전경

[그림 Ⅱ-188] 전통산업공예관

[그림 Ⅱ-186] 가나자와미술관 야경

[그림 Ⅱ-189] 금박공예관

[그림 Ⅱ-187] 가나자와미술관 내부

[그림 Ⅱ-190] 역사박물관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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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91] 신천지의 주간경관

[그림 Ⅱ-192] 신천지의 야간경관

(5) 중국 신천지
 

상해 포동의 신거리이자 프랑스 조계구역의에 위치한 유럽식 까페거리이다. 개화기당시 외국의 집단 거주지였던 이

곳은 현재 많은 이국적인 볼거리들로 가득찬 거리가 되어있다. 고층건물들 사이로 아기자기하게 숨어있는 골목길은

중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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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랑스 리옹 (Lyon)

리옹은 1989년부터 “The City of Night”를 테마로 150개의 건축물과 교량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였다. 매년 12월 초 

리옹에서 열리는 빛의 축제와 연관하여 축제기간동안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거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리옹시는 

이것을 관광 산업화하여 빛의 도시의 아이덴티티로 부각시키고 있다.

프랑스 리옹은 1989년부터 연간예산 중 야간경관사업에 대해 매년 1.5%를 5년간 집중투자 하였다. 공공기능 조명강

화, 문화유산에 대한 조명연출, 리옹시 당국과 여러 전문가들의 공동작업, 재정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조명대상지 주

변 주민과 협의 등을 야간경관사업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리옹 시 당국은 야간경관의 문제를 중요시여겨, 도시 차원에서의 야간경관의 개발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마련하

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연차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으로 해안계획, 녹지계획, 색채계획, 도시교통계획 등과 

같은 다른 도시계획사업과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또한 단위개발사업의 예산가운데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조명

에서 할당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 조명 프로젝트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다. 그 결과 역사문화구도심

에 집중적으로 조명사업이 실시되었고, 관광수입증대 및 도시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었다.

전체도시계획 차원

시 당국

적극적 개입

직접적 추진

 구분  리옹 시

사업의 단위

사업의 주체

시당국의 역활

시당국의 개입방식

[표 Ⅱ-57] 리옹시의 야간경관 개발방식 특성 [표 Ⅱ-58] 리옹시의 야간경관 개발시스템

시당국 개발사업시행자

야간경관 프로젝트

사업지구 단위의

야간경관기본계획

리옹시내 (Vieux Lyon)

[그림 Ⅱ-193] 비으리옹의 거리 [그림 Ⅱ-194] 비으리옹의 거리 [그림 Ⅱ-195] 비으리옹의 거리

부분적·보완적

야간경관기본계획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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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te des Lumieres Festival

오래된 리옹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과 같이 비으 리옹의 건물들은 대개 16세기 전후에 지어진 것들이다. 이곳은 유

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있으며 형광등보다 백열등을 사용하여 옛 건물들을 멋스럽게 표현하였다. 

[그림 Ⅱ-196] 비으리옹의 고건축물 [그림 Ⅱ-197] 비으리옹의 고건축물

[그림 Ⅱ-198] 리옹 빛축제 전경

[그림 Ⅱ-201] 리옹 빛축제 전경

[그림 Ⅱ-204] 리옹 빛축제 전경 I love lyon

[그림 Ⅱ-199] 리옹 빛축제 전경

[그림 Ⅱ-202] 리옹 빛축제 전경

[그림 Ⅱ-205] 리옹 빛축제 전경

[그림 Ⅱ-200] 리옹 빛축제 전경 

[그림 Ⅱ-203] 리옹 빛축제 전경

[그림 Ⅱ-206] 리옹 빛축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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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ING FOR STARS

LIGHT SPHERE

제작  Carole Ferreri, Akari-Lisa lshii

제작  Sky Light

루이 푸라델 광장에 세워진 3개의 오두막은 어부들이 은하

수의 별들을 낚기 위해 그물을 던지는 등 낚시를 하는 행위

를 표현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이다. 오두막에 설치된 영

상장비가 주변 건물에 이미지를 뿌려 밤하늘의 별들을 표현

하고 있으며 오두막 중간부분에 설치된 일루미네이션 조명

이 어부들의 그물을 연출하고 있다.

이 작품은 루이 프라델 광장과 주변의 건물들이 하나의 무

대가 되어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정열적으로 낚시하는 모

습들이 빛과 소리를 통해 입체적으로 연출되고 있었다. 오

후의 따뜻하고 잔잔한 분위기로부터 시작되어 점점 더 붉

고 따뜻한 톤으로 물들어, 푸르른 새벽에 이르기까지 낚시

는 밤이 새도록 계속 되며, 고요하고 거친 파도소리, 바다의 

울렁임, 돛들의 움직임 등 해안가에서 들을 수 있는 바다의 

다양한 분위기를 창조해 낸다.

시청사 뒤쪽 떼오 광장에는 4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 구는 

300개 이상의 스테인드 글래스로 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색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를 둘러싸고 서치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치라이트의 빛들이 구를 관통하거

나 반사되어 주변에 무수히 많은 연출들을 만들어 낸다.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건

축물들의 벽면에 구의 형상들이 맺히고 서치라이트의 직접적인 컬러체인지로 광장 

전체가 다양한 색깔들로 물들어 관광객들은 마치 거대한 사각형 무대 위에서 직접 

빛의 쇼를 체험하는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다.

빛의 축제 Fete des Lumieres : 2007 주요작품^ `

[그림 Ⅱ-207] Fishing for stars 

[그림 Ⅱ-208] Light sphere

2. 기초조사분석



Jeonju Lightscape Plan 2010

86 

ORCHARDS OF YESTERYEAR

 REGENERATION”NATURELLE

제작  Geraud Periole

제작  Eclairage Public-BE-Vrlle decyon

Nizier성당에서는 리용의 발전 역사에 대한 영상쇼를 연출하

고 있다.  이 작품은 과거 리옹의 늪지와 숲으로 이루어진 척

박한 땅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 어려운 역경을 딛

고 현재의 비옥하고 풍요로운 모습으로 발전해왔다는 역사

를 자연의 이미지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영상장비를 성당 맞

은편에 설치하여 성당벽면에 영상을 투사하였는데 마치 한편

의 무성 영화를 감상하듯이 짜임새 있는 영상과 연출이 인상

적인 작품이다.

언덕 위쪽에 경사진 공원에 붉은 열매들이 방울방울 

맺혀있고 그 주변으로 잎사귀를 표현하는 듯한 녹색 

조명들로 연출되어 있다. 이는 마치 과수원을 연상하

게끔 하는데 과거의 농작을 부흥시켰던 포도밭의 의

미를 지니고 있다.

“

[그림 Ⅱ-209] Orchards of yesteryear 

[그림 Ⅱ-210] “Regeneration”Naturelle 



Jeonju Lightscape Plan 2010

87  

IN PASSING, STUDENT
EXPERIMENTS

I LOVE LYON

제작  Les Grands Ateliers de I’lsle d’Abeau

제작  Jacques Rival

Du Griffon 주변에서 미술, 건축,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각 분야

의 학생들이 시도한 창의적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전문가

들 뿐만이 아닌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빛 축제를 만들어 나아간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Bellecour 광장에 가면 거대한 스노우 글로브를 볼 수 있

다. 하부에 배치된 등기구들이 Louis XIV의 기마상을 중

앙에 두고 환상적인 컬러체인지가 연출된, 스노우 글로

브 내에 바람에 날리는 눈의 입자들은 빛과 어우려져 더

욱 신비로운 느낌을 연출한다. 이 스노우 글로브는 2006

년 처음 선보여 굉장한 인기를 누렸다. 그 결과 2007년 

새로운 버젼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는 각기 다른 색의 조

명을 볼 수 있는 최고의 기념물이며 직경 18미터의 크

기를 자랑한다.

[그림 Ⅱ-211] In passing

[그림 Ⅱ-212] I Love LYON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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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SSENGERS OF 
SANITPAUL

IN A THOUSAND PIECES 
OF LIGHT

제작 Emmanuel Sautai / Thomas Bart

제작 FranFouilh Jean-Baptiste Laude

생 폴 역에 설치된 멀티미디어 작품, 외벽의 라이

팅은 다양한 색상의 플러드 라이팅 효과로 마무

리 되었고, 창문의 영상은 외벽의 색상변화와 연

동되어 다양한 이미지가 투사된다. 역이라는 장소

성에 의미를 두고 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건물 전면의 파사드에 조명 연출로 담

아내고 있다.

빗물을 받는 용도로 쓰였던 170여개의 플라스틱 탱크가 조명이 되어 

200미터 길이, 50미터 넓이의 강둑에 흩어져서 Guillotire의 테라스부

터 강 아래까지 이어져있다. 플라스틱 탱크의 윗부분에 LED기구가 밑

부분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고 탱크 아랫부분에는 물이 채워져 있다. 

DMX 컨트롤러에 의해 제어되는 이 작품은 빛의 색감과 변화 속도를 

달리하며 다양한 연출을 보여주고 있다. 주변의 어두운 환경으로 인하

여 근접한 사람의 실루엣이 조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 작품의 또

다른 매력이다.

[그림 Ⅱ-213] The passengers of Saintpaul

[그림 Ⅱ-214] In a thousand pieces of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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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해외운영 및 지원방안

 

(1) 일본 센다이

SENDAI 빛의 패전트 (Pageant of Star Light) 

센다이시 빛의 패전트는 1986년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매년 시민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진 약 60만개

의 전구가 시내 중심부의 죠젠지도리 (폭 46m, 길이 약 700m)와 아오바도리의 느티나무 가로수 197그루에 장식되

는 빛의 축제이다. 1999년부터 ‘루- 푸루 센다이’ 빛의 패전트호가 운행되어 버스안에서 빛의 터널을 만끽할 수 

있다 . 특히 일정시간에 일루미네이션을 전부 소등한 후 다시 점등시키는‘스타라이트 윙크’이벤트가 있다. 「히

카리노 페이전트 (빛의 야외극)」라고 불리는 이 이벤트는 1986년 어떤 시민그룹이 시작하여 일반 시민들의 모금으

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개요

·실시 기간 : 12월12일(수)~12월31일(월)

·실시 시간 :

   17:30(점등)~23:00(소등) 31일만24:00소등

·전구수 : 약60만구

·실시 구간 : 정선사통히가시후타번정통~시민회관

   앞 (0.8km), 아오바 토루 센다이역앞~히가시후타

   번 정통 (0.5km)

·안     내 : 음성에 의한 점등 시각 안내, 전광 게시

   판에 의한 교통 안내

·테마송 및 공인송, 이미지송을 지정하여 홍보함

운영방법

·모금 + 협찬(기업, 이벤트, 물품, 시민협찬)

모금방법

·가두 모금 : 매주 토요일, 일요일, 경축일 등에 시내 곳

   곳에서 13:00~15:30까지 실시

·모금상자·모금 보틀 : 센다이시 시내 곳곳의 상점 또

   는 관공서에 설치되어 운영

·요금 자동 판매기 설치

·SENDAI 빛의 패전트 카드 : 가맹점에서 이용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용액의 일부가 기부되는 카드

[그림 Ⅱ-215] 빛의 패전트 카드, 거리 및 광장, 지도, 모금을 위한 공연 포스터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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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요코하마

요코하마시는 1986년 일본 최초로 도시규모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였다.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도시의 활성화와 관

광자원 개발을 위해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요코하마시는 마스터플랜에 입각한 체계

적인 조명연출과 구조를 강조하는 야간조명을 연출하였다. 더불어  강조와 제재를 통하여 독창적이고 균형 잡힌 야

간경관을 형성하였다.

·1971년 일본최초 도시디자인 전담팀 설치

·2004년 경관법 제정(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규정 - 철저하고 계획적인 추진)

[그림 Ⅱ-216] 요코하마의 야간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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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코하마 포트사이드(PORT SIDE)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마을만들기) 협정

1. 협정의 목적

1. 협정의 체결

1. 마치즈쿠리 기본테마

1. 취지

1. 택지규모

2. 협정의 위치 정립

2. 효력의 승계

2. 토지이용계획

2. 시설계획

2. 배치계획

3. 외벽 후퇴

(1) 보행자 네트워크

(1) 보행자 네트워크

(1) 스카이라인

(2) 수경공원

(2) 수경공원

(2) 건축형태

(3) 갤러리 로드

(3) 갤러리 로드

(3) 색채계획

(4) 문화ㆍ예술 시설

(4) 옥외광고물

3. 마치즈쿠리 주요 요소

3. 시설정비

4. 건물용도

5. 건축형태ㆍ의장

1. 공급처리시설 등

3. 주차장 계획

1. 건축행위 등의 행위

2. 환경대책

4. 가로경관의 유지ㆍ관리

2. 토지권리자 등의 신고

야간조명의 연출유도방안

제1조 협정의 취지

제2조 협정의 체결 등

제3조 협정의 변경 및 폐지

제4조 협정의 구역

제5조 마치즈쿠리 기본방침

제6조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제7조 건축계획 등

제8조 도시관리 등

제9조 협정의 운영

제11조 협정의 유효기간

제12조 이의의 해결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신고 등

[표 Ⅱ-59] 협정의 구성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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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목적

‘요코하마 포트 사이드’는 국제문화도시 형성을 목표로 하는 미나토미라이21의 관문으로서, 요코하마역 동쪽 출

구와 이어지는 신 도심지구 형성을 위하여 관련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함께 도심형 주택의 공급과 다양한 도심기능

의 집적을 통해 신도심에 걸맞는 번화함과 활력이 넘치는 복합 시가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대규모 개발에서 볼 수 있었던 ‘균질성의 지향’ 대신에 개별성을 존중

하여 ‘아트&디자인의 거리’라는 기본적 가치관의 공통적 인식을 통하여 21세기에 대비한 수준 높은 마치즈쿠리

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관계 토지권리자 상호간에 창의적인 노력을 통하여 더욱 좋은 마치즈쿠리를 추진하고 개개의 

개발계획을 보전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진 시가지 형성을 위하여 이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기본 테마

요코하마 포트사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트&디자인 거리’를 마치즈쿠리의 기본 테마로 한다. ‘아트&디자인 

거리’는 역사적 자산이 축적된 ‘요코하마다움’을 계승 및 창조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요구되는 시대

적 요청에 부응하여 특색있는 마치즈쿠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주택, 상업, 업무라는 지역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에 ‘아트&디자인’의 내용과 합치되는 예술·문화 관련시설의 집적

을 추구한다. 동시에 디자인을 모든 도시구성요소에 도입하여 매력적인 마치즈쿠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는 아트·갤러리, 홀, 디자인 관련시설의 건설을 추진하면서 건물군, 보행자 몰, 수경공원 등의 외부공간에 대해서도 

디자인성을 고려하여 21세기에 걸맞는 아이덴티티를 창출한다.

[그림 Ⅱ-217] 아트 & 디자인

디자인 정책원칙 7 Keyword

·지형과 식생을 고려한 디자인        

·바다, 강 등 수변공간배려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장소 확대    

·풍부한 ‘오픈 스페이스’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 확보

·형태·시각적 아름다움 추구

·문화·역사적인 자산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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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행정 → 공공공간, 민간시설물관 → 시민이 공유하는 도시미관 가치향상

·지자체 행정조직 →도시디자인 전문조직 설치 

·공공사업 추진 및 민간사업 유도 실시

·공공디자인 개선 →지속적인 주민설득             

·주민의 자발적 참여

[그림 Ⅱ-218] 요코하마 중앙지구 [그림 Ⅱ-220] 요코하마 중앙지구[그림 Ⅱ-219] 요코하마 아카렌가소고

2) 미나토미라이21 중앙지구 도시경관 형성 가이드라인

경관형성배경

미나토미라이21 중앙지구는 지금까지 지구 내의 토지권리보유자들과 함께 ‘미나토미라이21 마을만들기 기본협

정’등을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룰에 의거하여 요코하마를 대표하는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왔다. 향후에도 지속적으

로 품격있고 질적 수준이 높은 도시경관을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협정의 취지는 살리면서 해롭게 항목을 

보완하여 ‘미나토미라이21 중앙지구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되었다.

경관형성기준 및 행위지침

경관형성기준이란 경관법 제16조 제1항의 신고 또는 신청을 요하는 각 행위에 대하여 양호한 경관 형성을 위한 행

위의 제한이며, 신고 또는 신청 시의 심사 사항이다. 주로 정량적(定量的)인 경관유도의 기준으로 되어있다. 행위지

침이란 경관조례에 의거한 도시경관형성 행위에 관한 설계에 대하여, 주로 정성적(定性的)인 경관유도의 지침으로 

되어있다.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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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있는 건물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관형성을 꾀하고 있다. 특히 킹(King)축은 향후 거리만들기에 있어서 중요한 축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리의 특징을 생장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방침에 의거하여 미나토미라이21 중

앙지구의 가로경관을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고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요코하마의 얼굴로서의 도시경관조성을 

해 나갈 것이다. 

가이드라인

1.  미나토미라이21 중앙지구 전역에 대한 방침

당 지구의 경관형성에 있어서 저층부에서는 ‘

활력있는 공간’의 창출을 경관요소의 하나로 

상정하여 지구 전체에 형성되어 있는 보행자공

간 네트워크상의 주변공간에 따라 조성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회유성을 높여 매력있는 보행자 공

간의 형성을 진행하고 있다. 퀸(Queen)축, 그랜

드몰(Grand Mall)축, 킹(King)축 3개의 도시축에 

대해서는 당 지구의 거점이 되는 역이나 항구의 

연계를 통하여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가진 보행

자 네트워크를 형성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축을 

※ 방침 1. 다양하고 선진적인 도시기능이 집적된 활력있는 거리 창조.

    다양한 도시기능의 집적을 추구하면서 전개되는 도시 활동이 활력과 활기라는 거리의 매력으로 나타나는    

    거리만들기를 목표로 함.

    - 경관형성 항목 : 1. 액티비티 플로어 (Activity Floor)

※ 방침 2. 거리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도시 환경을 형성하는 거리 창조.

[그림 Ⅱ-221] 3개 도시축과 오오토오리 순회도로지구의 위치관계

대규모지구에 형성된다는 점을 살려 질과 양을 겸비한 공간의 충족함을 표현함. 특히 항구, 수변이라는 본 지구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장소를 곳곳에 창출하고, 도시공간에서 편안함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인 자

연환경을 마을 만들기 안에서 창출해야 할 요소로 정함. 보도형 공지나 공동 공간(Common Space)등의 공지, 벽

면녹화나 옥상녹화 등 자연적 요소의 성장을 고려하고 개발 규모에 타당한 풍부한 자연공간을 적극적으로 증대

시킬 수 있는 경관형성을 목표로 함.       

- 경관형성 항목 : 2. 보도형 공지, 3.공동 공간(Common Space), 4. 주차장, 5. 자전거 보관소, 

                       6. 부속설비 등

요코하마의 얼굴로서의 미나토미라이21을 느낄 수 있을만한 가로경관을 형성함과 동시에 ‘미나토미라   이 오

오토모리’, ‘킹(King)축’과 같은 주요한 축선은 지구를 대표하기에 손색이 없는 품격 있는 가로풍경의 창출

을 목표로 함

- 경관형성 항목 : 7. 색채, 8. 야간조명, 9. 건축디자인, 10. 스카이라인, 11. 간선도로풍경, 12. 옥외광고물

※ 방침 3. 미나토미라이21 지구의 특징을 살려 요코하마의 대표적 장소가 될 만한 가로경관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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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나토미라이 오오토오리 순회도로지구에 대한 방침

※ 방침 : 미나토미라이 오오토오리 순회도로지구는 중심가로로서의 매력 있는 경관형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도 

미나토미라이 21 중앙지구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업무기능 등의 집

적에 의해 적극적인 초고층 건축물의 유도 등, 품격 있는 순회도로경관 조성을 목표로 함.

세부 가이드라인

8. 야간조명 

: 본 지구에서는 주간의 경관뿐 아니라 야간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도시의 거점으로 손색이 없는    

  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야간조명의 연출유도방안

- 대표적 가로나 수변은 각각의 특성을 살린 간접조명이나 라이트 업, 일루미네이션 등의 조명방법을 고려하

   면서 빛의 밝기나 범위, 광원색을 고려한 조명계획

- 멀리서 보았을 때 바다쪽에서 산쪽으로 서서히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미나토미라이21지구의 특징적

   인 스카이라인을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도록 고층건물 정상부의 라이트 업이나 건물능선을 따라 조명을 설   

   치하는 등의 조명계획

※ 지침 1

- 도시공간의 활력을 연출하는 요소나 건축적 요소를 활용하는 조명 등으로 매력있는 가로공간을 창출

- 카페나 점포가 많이 설치되어 보행자가 많은 거리에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색온도(3000K전후, 램프색등)

   의 광원을 사용하여 야간의 활력을 연출

- 수변에는 수면의 반사를 고려하여 연속된 라이트 업이나 보도조명을 정비

- 가로나 수변에는 각각의 특성을 살린 간접조명, 라이트 업, 일루미네이션 등의 조명방법을 고려하면서 빛의 

   밝기나 범위, 광원색을 고려한 조명

[그림 Ⅱ-222] 따뜻한 빛의 색을 사용한 오픈

카페의 연출(미나토구(港區))

[그림 Ⅱ-223] 건물내부의 조명이 가로공간의 

활력을 연출함(시카고)

[그림 Ⅱ-224] 간접조명에 의한 연출(필라델

피아)

[그림 Ⅱ-225] 건물디자인을 살린 간접조명 [그림 Ⅱ-226] 수면 조명을 연출 사례 [그림 Ⅱ-227] 수변 반사효과를 고려한 조명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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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2

·야간의 매력있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하고 거리에 대한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정상에 조명연출을 함

·MM21(미나토미라이 21)지구를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하여 원경에서 바라볼 때 바다쪽에서 산쪽으

   로 서서히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MM21지구의 특징적인 스카이라인을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도록 고층건

   물 정상부의 라이트 업, 건물능선을 따라 조명을 설치하는 등의 조명연출을 실시

·도시스케일의 특징적인 야간조명은 도시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를 높여줌. 단,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색광이나 플래시 램프 등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그림 Ⅱ-228] 정상부의 윤곽을 강조하는 조명 (

샌디에이고)

[그림 Ⅱ-230] 각각의 정상부 디자인의 개성을 

끌어 내고 있음(상하이)

[그림 Ⅱ-231] 랜드 마크 공작물로서의 조명연

출 (지구 내)

[그림 Ⅱ-229] 호리호리한 건축디자인을 강조

하는 정상부 디자인과 그것에 융화시킨 조명 (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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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옥외광고물

: 옥외 광고물은 지구 내·외에서 조망경관, 가로경관을 고려하고 형상, 크기, 배치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구격에 따

른 질서 있는 광고경관을 형성한다.

질서있는 광고경관의 형성

옥상광고물은 설치하지 않음 고층부 광고물은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시킴

중층부 광고물은 다음중 하나를 충족시킴

[그림 Ⅱ-232] 옥외광고물 지침

·건물사인에 한정

·각동1종류 2개소 이내

·장변a≤b X 20%

·표시면적≤b x 0.5

벽면 폭b

a

·표시면적 20㎡이내, 문자 높이 3m 이내의 건물사인

·사쿠라기초우 역전에 면한 벽면에 표시 또는 설치하는것

   중에 경관이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것(창면은 불가)

저층부 광고물 독립광고물

기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광고물

●벽면에 표시 또는 설치하는 광고물

   (창면을 포함)

·표시면적이 a~i의 어느 것이든 25㎡ 이내

·a~i의 합계면적≤j x 15%

·상품광고는 게출하지 않는다

·표시면적≤25㎡

·1택지 내에서의 합계표시면적≤

    택지면적x5/1000(25㎡미만의 경우에는 25㎡)

·h≤10m(페데스트리언데크 위에 설치 광고물은 15m)

·점포명은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표시

·입간판

·광고깃발

●창면에 표시 또는 설치하는 광고물

·h≤k x 50% i≤l x 50%

·h, i≤25㎡ (창면 단위로 산정)

●돌출간판

·설치위치·높이·수량을 고려

· m≤1m

k 창면면적 l 창면면적

입주점포

건물명칭마크

j 저층부 벽면부분 면적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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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 형성지구란?

후쿠오카시 도시경관조례에 의거한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경관의 형성을 중점적으로 도모

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 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광고물의 설치 등에 있어

서 사전에 시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색채나 디자인, 녹화 등에 대하여 경관형성방침 및 동 기준에 의거한 

조언·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3) 카사이 부도심 치하야 지구

1) 개요

카사이(香椎)부도심(치하야(千早))지구는 후쿠오카시 동쪽 부도심으로서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가 1995년부터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카사이 지구에 있어서는 2003년부터 토

지권리자, 도시재생기구, 지자체가 부도심에 걸맞는 지구의 활력이나 품격있는 경관형성에 대한 검토를 해오고 있었

다. 그 결과를 2007년 6월에 후쿠오가시 도시경관 조례에 의거하여 도시경관형성방침 및 기준으로 정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지역과 행정이 협력하여 당 지구의 경관형성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Ⅱ-233] 도시경관형성지구 지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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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조명

일몰시부터 야간에 걸쳐 거리의 활력조성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한다.

조명기기의 선정에 있어서는 따뜻함, 또는 차가움 등의 색온도나 밝기 등을 고려하여 활력있는 야간경관을 연출 한

다. 지구의 모퉁이에 입지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수목에 대한 라이트업을 실시하는 등 야간경관의 연출

에 노력한다.

[그림 Ⅱ-234] 따뜻한 느낌을 주는 가로등 [그림 Ⅱ-235] 연도에 위치한 건축물의 라이트업

지구경관 형성방침

녹음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붐비면서 살기 좋은 지역 ‘카사이 부도심’을 목표로 하여 당 지구의 경관형성방침은 

다음과 같다.

·공원과 광장이 인접하여 자연을 통한 사계절을 느끼는 지역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지역

·다양한 표정, 활기가 느껴지는 지역

·가로의 충실감이 느껴지는 지역

2. 기초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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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36] 오사카 야경 [그림 Ⅱ-237] 오사카 야경 [그림 Ⅱ-238] 리옹 빛축제

5. 4 조사분석 종합 

(1) 특징 및 종합

보행자를 고려한 빛환경 조성으로 야간경관문화의 활성화

· 보행자를 위한 조명시설로 보행환경이 양호

· 보행자 거리 주변에 야간경관 랜드마크가 집중되어 있음 

 ▶ 야간경관 보행 루트를 개발하여 야간경관을 체험하도록 하며, 야간에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를 랜드마크화 함

야간경관 관광을 활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프랑스 파리 : 버스와 유람선을 이용한 야간경관투어 프로그램 개발

· 프랑스 리옹 : 축제를 통한 빛의 이벤트 

· 일본 오사카 : 야간경관지도와 가이드북 제작 및 홍보

 ▶ 기존의 축제에 야간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빛축제를 접목시킴. 한지를 적용한 등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다양한 건축물조명으로 활기찬 야간경관 조성

· 역사적 건축물 및 전주시가 가지는 역사문화자원을 야간관광요소로서 적극적 도입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휘도의 건축물 조명 설치로 빛 밝기의 균형을 유지 

 ▶ 건축물의 조명 설치를 통해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이 혼재되어 있는, 빛의 여백이 있는 도시이미지 변화

 

민간파트너쉽에 의한 야간경관 전담기관 결성

· 특색있는 야간경관을 위하여 해외 주요도시들은 민간파트너쉽에 의해 결성된 야간경관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사

    업을 추진함

 ▶ 빛축제를 위해 공공 및 민간이 협력하여 실행위원회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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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ic Conception

1  전주시 야간경관의 목표와 미래상

2  추진전략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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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여가시간이 증대되어 밤과 낮의 생활의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교통발달로 인하여 생활영역은 넓어지

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주간 위주의 문화·관광·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야간의 시간과 공간을 활용한 야

간경관계획이 필요하다. 전주의 역사성과 문화를 재발굴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전주만의 야간경관으로 관

광 자원을 개발한다.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문화적 취향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를 야간생활영

역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한다. 기존의 축제와 연계한 빛축제 계획, 전주의 특산품 한지를 이용

한 등기구 개발 등으로 전주만이 가지는 독창적 빛문화 창조가 요구된다.

1. 1 기본경관계획의 목표와 미래상

전주시의 야간경관 미래상을 설정하기 위하여 상위계획인 ‘2021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의 미래상 및 목표를 검

토하였다.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의 5가지 경관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첫째, 역사문화와 시민생활이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구현. 둘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경관을 조성. 셋째, 전주시의 지

형지세를 감안하여 경관을 형성. 넷째, 신 산업문화에 어울리는 경관미래상 구현, 다섯째, 전주시의 정체성을 고양시

키기 위해서 경관 권역별로 특화시키는 것이다.

위 목표를 기초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전주’를 미래상으로 설정하였다.   

[표 Ⅲ-1]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의 목표와 미래상

3. 기본구상

1. 전주시 야간경관의 목표와 미래상

기본경관계획의 미래상

기본경관계획의 목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전주

                               첫째,  역사문화와 시민 생활이 어우러진 도시경관 구현

                               둘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경관을 조성

                               셋째,  전주시의 지형지세를 감안한 경관 형성 

                               넷째,  신 산업 문화에 어울리는 경관 미래상 구현

                               다섯째,  전주시의 정체성 고양을 위한 경관 권역별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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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야간경관계획의 목표와 미래상

전주시 야간경관계획의 목표는 기본경관계획의 미래상인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전주’와 5대목표를 부

합시켜 전주다운 빛의 이미지를 위한 야간경관계획의 목표와 미래상을 수립하였다. 야간경관의 미래상은 ‘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품격있는 전주의 야간경관’으로 설정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3대목표를 수립한다. 야간경관의 목

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전주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도시. 둘째, 천년 전주의 역사, 문화, 경관 특성을 담

은 매력적인 예술도시. 셋째, 다양한 전주의 모습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도시를 목표로 한다.

야간경관계획의 미래상

야간경관계획의 목표

[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품격있는 전주의 야간경관 ]

[표 Ⅲ-2] 전주시 야간경관계획의 목표와 미래상

3. 기본구상

친환경 도시

예술 도시
커뮤니티

도시

전주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 도시

천년전주의 역사, 문화,

경관특성을 담은

미래적인 예술도시 

다양한 전주의

모습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도시



106 

Jeonju Lightscape Plan 2010

   친환경 도시 만들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 세계 전기 사용량의 19%는 조명으로 

사용된다. 유럽연합은 조명기구를 고효율 조명제품으로 전환을 강제화하고, 호주정부는 3년 내 백열등 생산판매를 금

지하고 있다. 국제 조명사회에서는 이와같이 친환경 조명에 대한 기구 및 조명방식의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국

제조명흐름과 발맞추어 전주시 천년전통과 전주천 등의 자연생태의 보존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

조명을 계획한다.

   예술도시 만들기

전주의 야간경관계획에 대한 체계적 계획을 통하여 전주의 역사성, 상징성을 담아낸 예술의 빛을 계획한다. 시민의 생

활환경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능적 측면을 기본으로 전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담아낼 수 

있도록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다. 전주의 특산품을 이용한 한지오브제연출, 전통과 미래를 주제로 한 영상을 주요 랜드

마크에 연출하는 등 타 도시와 차별화된 야간경관을 계획하여 빛의 스토리가 있는 예술도시를 이루고자 한다.

   커뮤니티 도시 만들기

전주의 야간경관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인식하며 어두운 도시를 밝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커뮤니

티를 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야간경관계획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를 계획한다. 전주의 역사와 시민 정서를 바탕으

로 하는 도시의 맥락성을 알기 쉽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로 상반된 문화 코드를 융합

할 수 있는 야간경관 연출계획을 제시한다. 밤에도 아름다운 도시, 야간문화가 활성화된 도시로 시민과 관광객이 즐

기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Ⅲ-1] 전주시야경 파노라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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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2. 1  ‘Light On’ 전주

전주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한옥마을과 더불어 맛과 멋이 있는 전통문화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천년도시이며, 이러

한 전통문화의 가치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토대가 되며 미래를 창조하는 원천이기도 하다.

전주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의 고부가치 문화산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과 미래를 분리하지 않고 하

나의 연속적인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품격있는 전주의 야간경관’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 Light On’전주 라고 명칭한다.

 ‘ Light On’전주는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전주의 전통이 삶과 문화가 되어 오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한다. 이 전

략은 온고지신(溫故知新) 즉, “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를 바탕으로 옛것을 앎으로써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

을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 Light On’전주는 새천년을 향한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전통과 미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말하며 

전통의 지식없이는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 Light On’전주는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이를 위한 전략 수립의 기본이다.

[표 Ⅲ-3] ‘Light On’전주 전략

‘Light On’

3. 기본구상

溫 故온
고

知
지
新

신

Future
미래전통

Tradition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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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대 추진전략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야간문화를 창출하고, 품격 있는 디자인이 녹아든 야간경관을 형성하기 위

하여 천년의 전통과 미래를 담아내는 품격 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Light On 전주의 추진전략을 계획하여 

친환경 도시, 예술도시, 커뮤니티도시를 위한 빛의 기초조정과 정비, 빛의 특화, 빛문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한다.

·고효율, 친환경 조명지침 마련

·광공해를 고려한 조명지침 마련

·야간경관 지침 마련

·빛의 거리 조성

·빛의 랜드마크 조성

·빛 축제 마련

·야간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빛의 밸런스(Balance) 
맞추기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시간의 변화 표현하기

Light Foundation

빛의 기초조정·정비

Light Accent

빛의 특화

Light Festa

빛문화 활성화
전략

실행계획 방향

[표 Ⅲ-4] 3대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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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On No.1. 빛의 밸런스(Balance)맞추기

야간경관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도시의 미관 향상과 관광산업 활성화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

다.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빛은 안전성과 연출성 이 두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안전성을 위한 기능적인 빛은 보행

자와 운전자를 위한 도로조명 및 방범 조명 등이 있으며, 심미적인 빛은 건축물, 교량, 공원, 수변 등의 경관연출용 빛

을 말한다. 심미적인 경관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옥마을과 걷고 싶은 거리에 경

관조명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과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반면 지나치게 화려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

롭지 않고 오히려 경관을 훼손 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전주는 미래 지향적이며 첨단산업의 도시이면서 천년 전주를 되새기는 역사문화재가 공존하는 도시이다. 더 나아가 

혁신도시, 서부 신시가지 등 도시개발계획으로 전주의 야간경관은 첨단기술산업으로 변모할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전주의 야간경관계획과 함께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전주만의 빛의 성격을 부여하여 환경을 보

존·고려하는 자연경관지역, 야간에도 활기가 넘치는 시가지 경관지역 등 빛의 환경구역을 구분한다. 또한, 전주를 체

계화 된 빛의 밸런스로 도시야간경관의 성격을 좌우하는 도로조명과 옥외광고물 등의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

으로 산만한 도시를 알기쉬운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전주의 야간경관을 수묵담채화와 같이 한국적인 아름다움인 여

백의 미(빛의 어두움을 지키기)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절제된 조명을 계획한다. 

Light On No.2.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하며, 한옥마을 등 전주의 주요 명소를 보다 품격있는 야간 문화공

간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전주의 도시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친환경도시, 예술도시, 커뮤니

티 도시의 3대 목표를 통해 ‘걷고 싶은 거리’로 계획하여 새로운‘빛의 문화’를 창조하고, 전주의 랜드마크로서

의 상징성을 강화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리인 오모테산도 힐즈, 샹제리제 거리 등과 같이 각 거리의 테마를 

부각시키는 것과 같다. 전주의 대표거리를 선정하여 전주의 수려한 자연·문화특성을 보존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밤에 머물고 싶은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전략이다.

도쿄의 번화가인 신주쿠역에 위치한 오모테산도 거리는 신주쿠와 함께 ‘도쿄 패션의 1번지’

로 불린다. 또한, 오모테산도 힐즈는 오모테산도의 랜드마크로 최신의 유행경향을 볼 수 있는 

고급상점이 편리하게 배치되어 동경 여행시 꼭 들리는 스팟이다. 쇼핑 외에도 오모테산도는 안

도다다오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거리 건축전시장 같기도 하다. 또한, 거리

의 울창한 가로수와 ‘에코 에비뉴 선언’으로, 친환경 거리로 앞서나가고 있다.

도쿄 오모테산도 힐즈

[그림 Ⅲ-2] 오모테산도 힐즈

빛의 기초조정과 정비 전략(Light Foundation)은 전주시의 빛의 밸런스(Balance)를 맞추기 이며, 빛환경계획으로 자연, 

생태 환경에 어두움을 지키기 위한 야간경관계획과 광공해를 고려한 조명계획 등을 수립한다. 

빛의 특화(Light Accent)전략은 테마별로 아름답고 특색있는 빛의 거리를 조성하여 밤에 걷고 싶고 또 찾고 싶은 거

리를 계획하고자 한다.

빛문화 활성화(Light Festa)전략은 빛의 명품 랜드마크 거리에 시간의 변화를 도입한 전주만의 빛축제를 마련하고자 

한다.

3.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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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도시, 누구나 머물고 싶은 명품도시, 품격있는 전주의 밤을 만들기 위해 볼륨의 차가 작은 특성

을 분석하여 건축물 각각의 대상을 랜드마크화 하지 않고 전주의 관광명소인 걷고 싶은 거리와 함께 거리를 테마로 

랜드마크화 하여 밤에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고자 한다.

Light On No.3. 시간의 변화 표현하기

전주는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한옥마을, 전주의 팔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덕진공원 연꽃의 연못 등 전통·

문화·자연을 느끼는 명소가 풍부하다. 관객과 감동이 소통하는 전주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테마와 축제로 시민 및 관

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으나 야간의 실정은 이와 다르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하루 코스로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광지의 경우 야간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인적이 뜸하다 보니 상가의 폐점시간이 빨라지고 지역경제는 침제되었다.

도시의 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야간경관 컨텐츠를 개발하여 전주시 야간경관은 바라만 보는 대상 연출이 아닌,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주 야간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시민 및 관광객이 전주만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전주의 야간경관이 천년 전주의 품격과 같이 타 도시와 차별화 되도록 전주의 한지를 이용한 등

축제를 개발하여 빛 축제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도록 한다.

[그림 Ⅲ-5] 전주시 거리 (걷고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동문문화의 거리)

뉴욕 5번가

뉴욕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로, 맨해튼의 중앙 부분을 남북으로 뻗어나간 워싱턴광장에서 북쪽

의 할렘강 근처에 이르는 큰 거리이다. 미드타운에는 고급상점과 레스토랑들이 즐비하고 고층

빌딩의 골짜기를 이룬다. 구겐하임미술관을 비롯하여 메트로폴리탄미술관·휘트니미술관 등 

유명 미술관들이 밀집하며 헐리우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명소로 세계의 최신 트렌트를 경험

할 수 있는 미래형 거리이다.

[그림 Ⅲ-4] 뉴욕 5번가

파리 샹제리제 거리
샹제리제 거리는 파리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길이 2km의 대로이다. 개선문을 

기준으로 뻗어 있는 12개의 방사형 길 중에 정면으로 있는 가장 큰 길이의 거리로 양쪽에 이

름난 상점, 식당, 영화관 등이 즐비하며 거리의 노천카페가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연말연시에

는 해마다 다른 조명방식의 가로수 일루미네이션 연출로 연말 빛의 장관을 보기위해 관광객들

이 샹제리제 거리를 방문한다.

[그림 Ⅲ-3] 파리 샹제리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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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기본경관 경관축 및 경관축별 야간경관계획 현황

  기본경관 경관축 및 경관축별 야간경관계획 현황

3. 기본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