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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관광지의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계획†

-� 전주한옥마을을�대상으로� -

이애란

청주대학교 공과대학 휴먼환경디자인학부 교수

Village�Garden�Plan�for�Residents’�Participation�in�Historic�Tourist�Sites�

-� For� Jeonju�Hanok�Village�-

Lee, Ai-Ran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Design, College of Science, Cheongj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shall cover the village gardening project of Jeonju Hanok Village as part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garden city of Jeonju. The basic plan for the village garden of Jeonju Hanok Village is aimed at a 
resident-participatory garden village based on local historical and tourism resources. In addition, Jeonju City and Hanok 
Village Support, Hanok Village Preservation Committee and the community of residents will create a pilot project of 
10 million garden cities based on the upper plan. The creation of a village garden of historical and tourist attractions 
through phased 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differentiated village gardeners based on this master plan will be 
an example of a healthy community garden containing the uniqueness of th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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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주시 정원도시 종합계획의 일환인 전주한옥마을의 마을정원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주한옥마을의

마을정원 기본계획은 지역의 역사관광자원에 근간을 둔 주민참여형 마을정원을 목표로 한다. 또한, 상위계획에 근거하여

천만 그루 정원도시의 시범사업으로서 전주시와 한옥마을지원과, 한옥마을보존위원회와 주민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간다. 
본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단계적인 운영 및 차별화된 마을정원사 육성을 통한 역사관광지의 마을정원조성은 장소의

고유성을 담은 건강한 주민공동체정원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주제어: 정원도시, 관광지, 마을정원, 참여, 주민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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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원도시는 도시산업화로 인한 인구증가와 빈부격차, 위생

과 주거문제, 공동체 해체의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도시민

들에게 자연과 고향을 향한 치유와 향수, 아름다운 환경을 제

공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의 구현을 위한 것이었다. Mumford(1961)는 그의 저서

‘역사속의 도시’에서, 20세기 초 우리 앞에 등장한 위대한 발명

중 하나로 보다 나은 인간의 주거환경을 약속한 ‘정원도시’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21세기 현대에 들어서는 이상적 삶의 구현

을 ‘상징’하며, 도시녹지를 통한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능’, 그

리고 참여를 통한 ‘실천’을 추구하고 있다(박재민, 2017). 대표

적 국가로 싱가포르, 영국, 중국 등은 새로운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의 비전과 목표로 정원도시를 설정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순천의 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도시계획의 대안적 모델로 적

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시민참여의 도시재

생과 생태네트워크, 그린뉴딜계획의 바탕에 정원도시를 내포하

여 새롭게 진화시키고 있다(박재민, 2017). 최근 약칭 ｢수목원

정원법｣에 의해 정원이 국가와 지방자치차원에서부터 공동체

와 민간정원에 이르기까지 행정과 규모에 따라 정원도시를 구

현하기 위한 단위로서 체계화를 도모하고 있다(수목원․정원

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21).

시대적으로 도시 내 녹지조성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됨에도 불구하고, 과밀한 도심부는 특히 녹지공간의 확보가 어

려워 소규모 녹지와 유휴지를 통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도시녹지의 창출과 관리의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되고 있

다. 생활권 주거지역을 중심으로는 자투리 공공녹지에 지역기

반의 커뮤니티 가든 등 도시정원 조성을 장려하고 있으며, 가

로녹지, 개인정원, 옥상정원도 활용함으로써 고밀한 시가화 지

역 내에 녹지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다(이정아,

2018). 최재현(2021)은 도시 내 유휴지를 물리적․사회적 지표

를 통해 생활밀착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산업기반형으

로 유형화함으로써 각각의 장소적 특성에 적정한 도시생태계서

비스의 원천이자 귀중한 지역경관자원 확보를 제시하였다. 특

히 생활권녹지 조성의 사회경제적 기능 향상을 살펴보면, 한승

원(2015)은 지역공동체들의 참여를 통한 식물 가꾸기는 물리

적 생활환경의개선뿐아니라, 공동체가치의공유와변화를이끌

어내며미래세대의 환경교육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이애란(2018)

은 주민참여를 통한 주거지의 녹화활동을 공간과 활용으로 분

류하고 공동체의식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였다.

사회적 자본이란신뢰와 참여, 네트워크와 규범 등을 중심으로

한 관계 자본으로 지속가능성과 참여의 활성화에 핵심역할을

담당한다. 마을녹화사업은 거주민에게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자발성이필요하며,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공유하고 참여함

으로써 지역의 건강한 공동체형성의 공간적 기반이 된다.

역사마을의 문화관광 활성화와 주민참여의 보전관리에 대

해 살펴보면, 지역의독특한 향토자산이나 문화적 자산을 활용

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지방정부의 장소성 획득과 이를 통한 장소 판촉

전략인 장소마케팅(이무용, 2006; 오승남 등, 2010)이 도시의

새로운 활성화전략으로 수용되었다. 또한 역사마을의 주민참

여형 보전관리에 대해 강현미(2011)는 주민이 생활하는 공간

이자 관광자원으로서 마을환경을 계획함에 있어 주민들이 보

전관리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비중을늘려야함을 강조

하였다.

전주한옥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김동영(2013)은 전주

한옥마을의 도시관광 활성화차원에서 역사자산인 경기전, 오목

대 등을 기반으로 한 도시관광으로 관광객을 유입시켜 도시의

이미지 개선과 경제적 효과 외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과

삶의질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전주시는 문화를 통한 한옥마을 재생전략을 계획하였고, 2000

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시 관광의 새로운 장소로서 개발되

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에는 100만 명이던 관광객이 2010년

350만 명, 2011년 409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지역의 독특한 향

토자산이나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지방정부의 장소성

획득과 장소마케팅이 도시의 새로운 활성화전략이 되었다(이

무용 2006; 오승남등 2010). 안세길(2020)은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통문화의 가치 인

식은 역사와 교육, 정서와 사회요인들보다 한옥마을의 미적가

치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계획

을 수립할때에미적가치 영역에 중점을두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각적으로는 전통의 미와 색채를 최대한 반

영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고려해볼수 있다. 청각적 부분은 공

공기관의 통화 연결 음을 전통음악으로 전환하는 등의 공적인

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민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

을 제언하였다. 류연평(2014)은 한옥마을의 교육과 흥미가 관

광의매력적 요소로 나타남을밝혀한옥마을 고유의 문화와 역

사, 이야기가 담긴교육적 내용의 스토리와 방문객의즐거움과

감동, 지식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구성과 교육연계가 지

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송재복(2010)은 위와 같은 성공은

거버넌스의 역할 변화에 기반함을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 주

민주도형 거버넌스로 변화함에 따라 사업주도에서 참여 유도

와 동반자로서 전환된 지방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참여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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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도하는 조례와 행위규범, 지속적인협력이 상응되어야하

며, 주민과 전문가 구성의 거버넌스 형태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계획과정을 통해 전개하였다. 첫째, 정원

도시 전주의 상위 정책과 기본방향을 조사하고, 대상지 현장조

사와 한옥마을협의체와 함께 사회문화와 물리․환경적 기반사

항을 분석하였다. 둘째, 목표와 기본방향 및 세부전략을 수립하

고, 이를 각 위계별 공간적용에 적정하도록협의체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확정하였다. 셋째, 공간별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

립하고, 주민들의 이해도를높이기 위한 시각적 산출물을 제공

하였다. 넷째, 지속가능한 주민 협의체의 운영관리가 이루어지

는 운영체계와 예산확보방안, 주민참여유형을 계획하였다.

Ⅱ. 개요 및 여건분석

1.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기본계획’ 개요

최근 전주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시원하고쾌

적한 도시’ 조성이라는당면과제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

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도시’ 만들기를 위해 ‘천만그루 정원도

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 전체의 녹색인프라를 확

대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정원도시 사업을 발굴하

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주를 구현할수 있을 것으로판단하

였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계획 목표로 천만그루 정원도시 그

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과 21세기 새로운 문화와

환경자산 구축을 위한 ‘정원문화도시’ 조성전략계획 및 정원산

업개발과 육성을 위한 전략 및 실천계획 수립하였다. 4대 추진

전략은 정원도시의 개념 설정, 그린인프라계획, 정원문화도시

조성, 정원산업개발과 육성계획이 있다. 공간적 범위는 전주시

도시계획구역 내이며 목표연도는 기준년도 2019년을 시작으로

중기목표 2022년, 장기목표 2026년으로 계획기간은 8년을 설정

하였다.

2. ‘전주 한옥마을 정원조성 기본계획’ 개요

전주시의 상위 계획에 의거하여 본 기본계획은 첫째, 전주

한옥마을의 기초조사로서 조사방법과 범위, 상위계획과 마을협

의체인 다울마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둘째, 마을의 비젼과 목표

를 설정하여 계획요소와 전략, 계획공간구조를 설정하였다. 셋

째, 전략인 점․선․면․연결의 위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넷째, 주민공공으로 구성된 협력체의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과

운영계획,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3. 여건분석

전주 한옥마을은 중심 500m 내 경기전, 풍남문, 전동성당등

문화/상업 시설이 있으며, 시설과 주변 녹지에 정원 조성이 이

루어지고 있다. 또한 개인 주택, 상업지에 정원을 조성하고 있

으며, 사유지인 만큼 개인 성향 및취향에 따라 정원을 조성하

고 있었다. 정원잠재 요소로 전주천, 문화시설(한옥마을 내 문

화관 등)을 활용한 정원 조성이 가능하였다. 주변 1km 내에는

주로 주거지로 자투리 녹지, 대지내 조경, 가로수 등으로 녹지

가 조성이 되어 있으나, 특징적인 정원은 부재하여 건조한 도

시환경이 구현되고 있었다(Fig. 1).

한옥마을 내 위치한 공공시설은 시도유지 19개소, 교통 16개

소, 풍남동 3개소가 위치하며, 민간시설은 숙박시설의 정원 조

성이 많아 숙박시설 중심의 자원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가로는 태조로, 은행로가 동서와남북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전주천동로와 한지길이 남북으로 보조축을, 동문길과

향교길이 위아래로 동서보조축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자연구

릉의 순환로로 오목대길, 건너편의 이목대와 연결육교가 형성

되어 있다. 문화시설은 총 19개로 민간위탁 5개소와 수익시설

3개소, 직영 5개소, 사용허가시설 6개소가 있다. 특히 중심시설

인 전주한옥마을역사관과 조선황조의후손이 거주하는 승광재,

삼도헌, 근대소설작가의 기념관인 최명희문학관이 문화관광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Fig. 2).

3. 상위계획 검토 및 협의체 토의 의견 수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한옥마을

a.� Gyeonggijeon� Hall

c.� Omokdae

e.� Jeonju� Stream

g.� Traditional� Hall

b.� Pungnammun� Gate

d.� Jeondong� Catholic� Church

f.� Nambu�Market

h.� Joenju� Cityhall

Fig. 1. Jeonju Hanok Village sit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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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등 전주시 내 관련 사업을 검토하였으며, 이외

국가 정원 관련계획/제도, 관련법 등을검토하였다. 2025 도시

기본계획의 미래상은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전주’

로 전통문화관광도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추진전략으로 역

사자원과 전통문화의 가치상승, 활용증대를 위한 정비 및 보전

이 있으며, 특히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신한옥마을 조성검토

와 한스타일 연계상품개발을 담고 있다. 한옥마을종합계획 중

정원관련 내용은 주로 한옥 마당의 형태와 재료, 화단조성에

있어 전통조경 원칙, 전통수종 제시와 화단 및 전통조경 점경

물 등에 대해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옥마을협의체인 다울마당은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전문

가 5인과 주민대표 5인, 행정 및 운영담당 팀장의 5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3회의토론회를 통한협의를 거쳐 ‘한국적 도시

마을로 한국을 담은 도시형한옥마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공

통의견으로는 한옥마을에 대한 정원조성 계획 시 최우선으로

전통정원 방식 고려와 전통재료나 전통문양을 사용해야 하며,

실행계획 수립시 전통정원 전문가 참여 및 한옥보전위원회 심

의를득하도록하였다. 세부적으로 수종은 사계절항속성을감

안한 식재 수종이어야하며, 시설물은 정원 조성 시 장대석 사

용 등 전통정원 조성방식 반영이 필요하고, 천변 하부 보행로

휀스 설치 시 전통문양반영 및 전통소재를 사용하기로결정하

였다. 공간 활용측면에서는 한옥마을 관광객을배려한 휴식공

간의 적절한 배치(오목대 쉼터, 전동성당 쉼터 등)와 열린 정

원으로의 활용방안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은행로의교차로

에 격자형 수변공간 조성이필요하며, 향교길전통정원은 포켓

정원 개념은 부적합하므로 다른표현 사용을 권유하고, 오목육

교는 전통요소를 가미한 공간 조성의 구체화된 실행 방안을 제

시하도록 의결하였다.

Ⅲ. 기본계획 목표와 전략

1. 방향과 목표

1) 기본방향
전주시의 그린 인프라 조성의 시범마을인 한옥마을 정원화

를 위해 마을협의체와의 의견수렵을 거쳐 조성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정원도시 시범마을을 통해 장소 고유성을 발

굴하여 정원도시 한옥마을의 특성을 살린 공간을 창출한다. 둘

째, 그린 인프라 시스템 및 네크워크 구축으로 녹색환경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운영관리와 연계한 정원도시의 실현에

기여한다. 셋째, 정원문화 확산으로 관광마을 사업 연계로 지속

가능한 한옥마을 구현을 위해 공시유지 정원화, 마을 산업 발

굴로 마을 특화를 기대한다. 넷째, 생활 밀착형 녹지 조성을 통

해 마을 자립도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자치 참여

정원을 발굴함으로써 공동체-민간 정원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한옥마을의 고유성,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형 마을 구현의 기반인 마을정원을 활용코자 한다.

2) 목표와 계획 방향
공동목표는 ‘한국의미를 세계에펼치다 - 전주의 향기를 세

계에 꽃 피우기’이다. 전주 한옥마을의 ‘길’을 따라 ‘꽃’을 피움

으로서 전주의 향기를 발산하는 정원의 구심점역할을 하는 마

을로 발전하고자 한다.

계획방향은첫째, 이야기가 있는 마을 정원: 지역 유래를 반

영한 정원 만들기, 스토리가 있는 정원 만들기를 통해 전주 한

옥마을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정원

화 계획 마련, 둘째, 한국을 담은 정원 만들기: 전통과 현대가

재해석된 정원 만들기, 조망하기 좋은 정원 만들기, 즐기고 감

상하기좋은 정원 만들기를 통해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고감상

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한옥마을 정원화 계획 마련,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정원 만들기: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주

민이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참여정원 활성화이다.

2. 계획 요소 및 전략 설정

1) 계획 요소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에 중점을두고, 한국의 경

Fig. 2. Road network, facillity and private garden i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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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재해석하여 정원화 계획을 실현하고자 경(景), 미(美), 연

(然)을 공간화 하였다. 경(景)은 한국의 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정, 중, 동의 자연의미학, 삶의미학을융합하여 자연과

이웃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두가 주인인 마을 정원화를 실현한

다. 미(美)는 한국의 아름다운 조형미를 알리고, 자연과 인간

문화 그리고 다양한 세대와 시간의 인류의 상생으로 한국의길,

한국의 선, 색채를 활용하여 정원화를 실현하며, 전통의 의미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아름다운 경관 및 조형미가 발현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연(然)은 한국의 자연, 문화가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태양력 24절기, 자생 화목, 삶 속의 자연 문

화를 융합하였다.

2) 세부 전략
한국의 계절, 기후에 따른 만물의 변화를 통한 삶의 이야기

를 담아낼수 있도록구현하되, 한국의 24절기, 계절의 변화, 계

절에 따른 만물 변화 등을 반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통 화목

을 계획에 반영하여 전주 한옥마을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고, 전

통 이미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조성하며, 문화정원별 특성에

맞추어 전통 수목과 화훼를 적용함으로써 화목의 상징적 의미

와 생태적 순응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였다. 선 요소인길의

위계에 따라, 면 요소인 문화공간은 공간과 정원유형별 생태적

성장이 가능한 성상별 수종을 제시하고, 면과 점 요소 중 전통

정원 내에서는 도입가능한 수종을 선정하여 정원 유형별로 전

통 이미지를 자아내고, 한옥마을 옛 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3).

3) 계획 구조 설정
한국의 전통정원마을을 널리 알리고 정착될 수 있도록 길을

중심으로 계획 구조를 설정하였다. 옛 길의 의미를 반영하여

큰길, 어귓길, 안길, 골목길, 텃길로 구분하여길별 특성을 자아

낼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공공과 민간 부분이 융합되

어 구분 없이 정원 이미지가 나타나고 유지 관리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경계를 허무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또

한 옛 길을 정원화 하여옛길과 정원을 연결하고, 안뜰로 이웃

과 정원이 스며드는열린 정원이 구현될 수있도록계획하였다.

전주 한옥마을 내점, 선, 면 공간에 따라 정원화가 이루어지도

록 하되, 전통정원마당, 문화시설과 연계한 정원마당이 구현될

수 있도록하였다. 전통 정원 마을 마당은점, 선, 면 요소로 조

성되도록 하며, 한옥마을 내 25개 문화시설이 함께 열린 정원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Fig. 4).

Ⅳ. 위계별 계획

1. 선 - 가로정원

1) 계획 방향
가로정원화를 통해 전통길 이야기가 흐르는 마을 정원 구현

하였다. 태조로, 은행로, 전주천동서로, 향교길, 오목대길, 한지

길을 대상으로 전주 옛 이야기를 접목하여 테마를 설정 후 서

로 연계가 되도록 하여 가로 정원화가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전통마을의 길 위계에 따른 길을 구분하여 각 마

을길의 특성을 살렸다.

Ÿ 큰길: 기린로, 전주천동서로, 동문길

Ÿ 어귀길: 태조로, 은행로

Ÿ 안길: 향교길, 오목대길

Ÿ 골목길: 오목대길 민가 주변 골목길

Ÿ 텃길: 오목대 산길

2) 가로별 주제
조선시대 유학사상 중 ‘인의예지신’의 의미를 가로의 역사와

Fig. 3. Strategy plan of space layer: Point, line, plane Fig. 4. Structure plan of path: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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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에 연결하여 가로별 주제를 설정하였다.

Ÿ 태조로: 인(仁) 열정의 시각, 왕의 길, 지혜의 길, 조선왕

조를 테마로 한 가로정원화 계획

Ÿ 한지길: 지(智) 문예, 최명희 길과 연계하여 체험과 전통

한지, 문화를 접목한 소소한 작품을 체험, 감상

Ÿ 은행로: 의(義) 부채창살, 태극 문양을 활용

Ÿ 향교길: 예(禮) 선비길을 테마로 문화, 원형 보전

Ÿ 전주천로: 신(信) 선형의 가로를 담장, 물 흐름을 테마화

Ÿ 기린로: 걷고 싶은 꽃길, 한옥마을 소개가 이루어짐.

Ÿ 동문길: 공존을테마로 하여걷고싶은 가로, 전통과 현대

가 공존하는 가로 정원화 계획

2. 면 - 문화정원

1) 문화정원의 재구성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문화시설의 주제에 따라 스토리텔

링(story telling)을 이어 전통정원 문화투어 방안을 마련하였

다.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는 한옥마을역사관에서부터 19개의

문화시설 전체를 이야기가 흐르도록 문화정원 프로그램을 마

련하였다. 한옥마을역사관을 거점으로 하여 소개와 시작, 문화

와 놀이의 융합, 역사와 전시 융합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이야

기와 흥미가 있는 각각의 문화정원이 전개되도록 하였다.

2) 우선 조성가능 문화시설
우선 조성지역은 주변과 연계가 가능하고, 방문객이많은 대

상지를 우선 조성 대상지로 선정하고,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거나 주변과의 연계가 미흡한 대상지는 중장기

적으로 조성하도록 하였다. 1차년도 정원 조성 대상지는 전주

전통술박물관, 전주소리 문화관, 전주 국악방송국, 한옥마을 선

비 문화관이며, 가로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문화관 내

외부를 연계한 정원 조성이 가능하며, 전주한옥마을역사관은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안내, 홍보 등이 용이하여 1차년도 정원

조성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전주 부채문화관, 최명희문학

관, 전주공예품 전시관은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아이템과 공

간 확보가충분하고, 방문객이많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3. 점 - 공동체정원과 민간정원

1) 시유지와 민간정원조성 방안
시유지는 마을 내 자투리공간, 나대지 등으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 마을 내 위치하고 있어 동네정원 유형으로 조성

될 수 있었다. 특히, 동네정원은 구역별로 일체감 있는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시유지-골목길-민가가 서로 연계되어 동네

정원이 조성 및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체 정원은 지역

주민이 관리 주체가 되어 자투리 공간, 골목길 등에 정원을 조

성하였을 경우, 지역 주민이 스스로 정원을 가꾸고, 관리하여

주인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민간정원의 경우, 한옥마을 내 민가, 숙박 등 상업시설 내 정

원을 의미하며 실내와 실외공간을 통합적으로 정원 계획을 하

여 내외부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주인이 스스로 관리하는

형태의 정원이다. 주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주변 환경에 어울리

도록 색채를 선정해주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상업시설 정원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오

픈가든 형태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2) 정원의 유형
시유지 동네정원은 주변과의 연계성과 장소특성을 기반으로

전통마을길, 담장정원, 숲속정원의 세 가지 주제의 형태로 조성

가능하다. 동네정원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마을공동체가 정

원을 관리 및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정원 모습이 유지될 수 있

도록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민간정원의 유형을 조사

해 보면 소정원형, 대정원형, 중정형, 전정형으로 구분이 되며,

이를 활용한 실내외통합 정원화, 노거수 관리, 실내 식물을 활

용한온실화, 가로 정원화 등을 통해 생활형 정원 투어가 가능

하도록 계획안을 제공하였다.

4. 연결 - 마당과 순환길

1) 연결
마을의 다양한길과 공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인공과 자

연, 마을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연결공간을 재구성하였다.

관광객이 한옥마을의 전통문화산실로 인식하는 경기전 앞

마당은 진입로이면서 가로 문화광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오목

대로오르내리는 산책로는 마을 전체를 조망하는 순환전망대와

쉼터길의 역할을 한다. 전주천변 동측길은 한옥마을과 연접하

여 공적 자연하천과 문화관들, 사유지와 상업시설을 연결시켜

주는 다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근의 이목대 및 자만

벽화마을을 연결하는 기린대로변과 꽃심교는 마을 내외부를

소통하며 문화관광자원을 확대 연장하는 역할을 한다. 기린대

로와오목하게낮은레벨의 한옥마을 사이를 경계짓는오목대

둘레길은 옹벽을 통한 문화전파의 걷기길 역할을 한다.

2) 활성화 계획전략
연결공간들은 마을로의 진출입로와 상징 문화역사공간, 지

형과 환경요소의 구분에 따른자연숲길과 하천길의 조망과 산

책, 주변과의 연결동선, 가장자리의 경계공간들이 정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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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구성을 통해 활력을찾는데있다. 따라서 각 장소의 기반

조건과 이용자의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여 놀이문화마당, 조망

쉼터길, 전통문화천길, 문화다리, 자연경관연출의 옹벽길을 계

획전략으로 수립하였다.

5. 위계별 공간 조성 계획안

1) 태조로: 왕조의 정원길
태조로는 이용자들의 주 통행로이자 광장 위주의 건조한 가

로 환경으로 무더위 녹음을 통한 방문객이 쾌적감을 느낄 수

있는 초록의 경관길조성이필요하였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의

방문객이 흥미를 느끼고, 휴식 및 휴게 등 다양한 활동이 자아

낼 수 있도록 환영과 녹음 광장, 왕의 숲길 정원으로 계획하였

다.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Ÿ 경기전 환영의 향유 초록 광장 조성: 예전의 경기전의 모

습을 자아내고, 부족한 녹지대를 보강하여 향유의 초록광

장 조성하며, 수공간을 통해청량감과 동적 이미지를 연출

Ÿ 사군자(매화 숲 및 국화 정원)길 조성: 매화와 국화꽃을

활용하여 일부 공간에매화숲을 조성하고 가로를 중심으

로 국화길을 조성하여 향기로운 정원 모습 조성

Ÿ 가로 녹지대 확대: 기존 가로수를 가로 녹지대로 확대 조

성하여 녹음과 쾌적함이 어우러진 가로 조성

2) 은행로: 향기정원길
은행로는 상업시설과 소나무녹지대, 수경관이 어우러져 보

행가로로 가장 활발한 가로이다. 반면, 시각적 녹지대의 한계와

함께 교차로공간은 단조로운 석재포장으로 삭막함을 느낀다.

세부계획으로 신의의 깨끗함과 푸르름을 약속한 느린 정원길

을 조성하였다.

Ÿ 보행로 부분: 상부에는 은행나무 녹음수, 하부에는 포켓

정원을 조성하여 파크렛 구간 조성

Ÿ 기존 물길: 자연형의 물길이 연출될 수 있도록 곡선형의

물길을 조성하고, 전통 초화류를 식재하여 물과 녹이 어

울리는 자연형의 물길 정원 조성

Ÿ 교차로 부분: 다양한 식물과 휴식 공간이 어우러지도록

정원 마당 조성

Ÿ 파크렛: 도로변 주차 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정원을 만드

는 것으로 게릴라 정원, 작은 공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일

시적으로 조성되는 것임

3) 전주동천로: 마을앞 득수의 천변사색길
전주천동서로 보행로 부분에는 직선형의 좁은 녹지대가 조

성되어 있으며, 지역 특색을 자아내지 못하고, 주변 경관과도

어울리지않은 녹지대와 시설의노후화가 약점이다. 이에 하천

과 어울리는 경관 조성을 위해 보행가로 정원, 전망정원, 수변

정원을 조성하여곡선형의풍부한 천변느린 정원을 통해깨끗

함과 푸르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전주 한옥마을의 천변 경

관조성으로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Fig. 5).

a.� TaejoRo:� Gyeonggijeon� Hall

b.� EunhaengRo:� Street� Garden

c.� Jeonju� DongcheonRo

Fig. 5. Street gardens in Hanok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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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보행가로 정원: 보행로 주변으로 풍부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수변 식물을 식재하여 사색하며 하천을 즐길

수 있는 사색의 정원 조성

Ÿ 전망 정원: 한옥마을-전주천을 전망하는 데 있어 시각적

으로 자연스러움이 연속적으로 일어날수 있도록담 주변

으로 소규모 정원 조성

Ÿ 수변정원: 수변으로 갈대, 연 등의 수변식물과 수생식물

을 활용해서 산책로 주변으로 정원 조성

4) 향교길: 선비의 정원길
향교길은 통행 중심의 보행로로 보행로와 차량이 혼용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식물 등이 부족한 건조한 가로 경관을 형성

하고,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며, 식물이 부족하여 보행

시쾌적하지못한 환경임. 따라서 향교길은무더위에서도쾌적

함을느낄수 있는 녹음 조성과 건조한 가로 경관을 활기찬가

로로 변화의 세부계획으로 중간녹지대를 조성하였다.

Ÿ 건축물의 자투리공간: 연계형 건물앞 소(小)정원 조성

Ÿ 통행시스템: 보행 안전을 위해 일방통행 차로로 변경하

고, 중간 건널목 설치

Ÿ 주변 상가와 연계: 상가 앞, 실내 정원을 조성하여 안과

밖이 연결되는 정원 연계성 형성

Ÿ 보행과 차도를 구분할수 있도록녹지대 조성: 녹음이 지

는 식물을 식재하여 녹음과 보행 안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녹지대 조성

5) 골목길 마을정원: 한옥마실정원
소외된 전통마을 골목길을 재생하는 것으로 큰길과 개인정

원(선, 점)을 소통의 연결로로 조성하여 옛 마을의 정취가 느

껴지는 골목길을 재현하였다. 전통마을 골목길 정원화를 통해

방문객과입주민, 입주민간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세부계획은 아래와 같다.

Ÿ 지역주민이 함께 조성 관리: 기존 가로수교목이 있는 경

우, 최대한 활용하여 녹음이 있는 소규모 정원으로 조성

Ÿ 배롱나무, 산딸나무 등 색채, 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하고, 화단의 경우오색화단으로 조성하여 경

관감과 흥미로움을 자아내도록 함.

Ÿ 전통정원의 모습 도출: 전통적인 모습을 자아낼 수 있도

록화려하지않도록하고, 유사 대칭을 이룰수 있는 구조

로 조성하며, 일부공간에 조형물도 조화롭게 설치한다.

Ÿ 휴식공간의배려: 휴식공간을충분히 설치하여 정원을감

상하고, 방문객으로 하여금 휴게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

록 조성

6) 한옥마을 역사관: 전통놀이정원
역사관외의외부공간은 방문객의 활동 요소가 부재하고, 조

성 관리도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역사관 외부공간을 활용한

문학의 정원을 조성하였다. 즐거운 전통문화를 체험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한옥마을 안내, 홍보 등과 직접 체험할수 있

는 전통놀이마당 등을 조성하되 앞뜰과 뒤뜰(후정)을 연결하

여 놀이, 활동이 연계되도록 한다.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Ÿ 화단 주변: 체험형 마당공간으로 주변을 둘러 휴게 시설

물을 설치하여 휴식과 놀이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며,

화단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그늘을 즐길 수 있도록 함

Ÿ 담 하부: 전통담장의 하부공간들은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

여 담의 입체감 형성

Ÿ 화단 상세: 화단은외부로흙등이흐트러지지않도록경

계석을 설치하되, 경계석 하부에는 소규모 초화류를 식재

하여 경계의 인위적 요소가 자연환경화 되도록 함

7) 최명희문학관: 문학의 정원
건축물 외의 외부공간은 조성 관리, 활동 프로그램 등이 부

재한 상황이므로 방문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활동과 흥미를 자

아낼수 있는 공간 조성이 요구된다. 소설 속의 초목을 활용하

여 정원문학화를 실현하여 작가 정원을 조성하여 ‘혼불의뜰’을

다음의 세부계획으로 조성한다(Fig. 6).

Ÿ 전정부터후정까지 공간 연계를 위해열악한 녹지대를 보

완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휴식과 감상의 정원을 조성

Ÿ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식물을 활용한 정원 조성

Ÿ 내부 전시관 외부 연못을 연계한 실내외 정원 통합화

Ÿ 측면 가로 정원과 부채문화관을 연계한 정원화

8) 오목대 전망대
전주 한옥마을을 멀리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로 휴식

및감상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특히,

쉼터길의 전망지점의 경우 녹색채색의노후화된옹벽으로 인

해멀리에서 한옥마을감상 시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요소

로 작용하고 있어 통일감있고 전통 한옥마을만의 경관을 자아

낼 수 있도록 옹벽 개선이 필요하다.

세부계획으로 전통문양을 활용하여 마을의패턴을 경관화하

며, 숲속길은 둘레길로, 숲속 쉼터는 숲정원으로, 전망대는 오

목대전망원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9) 기린로 옹벽
한옥마을로 진입하는 보행로의 옹벽은 노후화된 색채와 디

자인, 시설물로 인하여 전통의 한옥마을과 이질적인 경관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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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있으며, 한옥마을의 특성을 자아내기에 부족한 현실이

다. 이에 마을과 마을의 경관을 연계하고, 전통 한옥마을의 테

마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옹벽 환경 개선 필요하다.

세부계획으로 옹벽 전체는 전통과 자연 테마를 활용하여 벽

면, 하부를 활용한 소규모 정원 조성한다.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전통 색채를 사용하고, 단조로운 벽면에

시설물, 벽화 등을 활용하여 입체감 있는 벽면 연출한다.

옹벽 하부에는 초화정원을 조성하여 벽면과 하부가 연속적

으로 정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6. 단계별 추진 전략

1) 주민참여 운영 방안
분야별로 주민과 함께 마을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되, 조성, 운영, 지원, 참여교육으로 구분하였다. 조성분

야에서는 주민이 협력하여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 1단계에서는

기 조성되어 있거나 유동인구가 많아 방문객으로 하여금 마을

정원을 인지할 수 있는 곳을 대상을 우선하고, 마을 정원 가꾸

기의 흥미를느낀후차기에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한다. 운영

분야에서는 행정, 전문가 등이 정원 조성, 운영 시필요한 전문

적 지식, 행정적 지원을 하여 마을 정원이 지속적으로 유지관

리가 가능하도록하였다. 지원담당은 정원 조성 및 관리 시 필

요한 사항으로 행정과 경제적 지원하는 것으로 전문가는 전문

적 지식을 지원한다. 참여교육분야는 지속적으로 마을 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지역 주민 역량강화를 하는 것으로 정원 조

성 방법, 유지관리 방법 등 전문적 지식을 교육하는 활동으로

총 5년 단위로 계획하였다.

2) 연차별 추진 전략
사업 우선순위는 2차에 걸친 다울마당 회의 및 담당부서 의

견을 반영하였으며, 유동인구가 많고, 사업 파급력, 실현 가능

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점․선․면의 위계와 상업 및 민간

정원으로 구분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프로그

램과교육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안을 제시하

였다. 협의체회의 및 담당부서 1차 논의에서는 우선순위 사업

을 선정하고, 2차 논의에서는 연도별 정비사업을 도출하였다.

공공영역에 대한 단기적 우선 시행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시행

계획-설계-심의자문합의-시공 순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제

시하였다.

특히 공유지-문화시설과 관리시설의 단계별 사업전략은 한

옥마을 정원화 기반 조성으로 1∼2년, 특화계획 실현기간 2∼3

년, 정원문화 정착과 확산 기간 4∼5년, 이후완성과 관리로 수

립하고 단계별로 문화시설, 공동체정원, 가로정원으로 구분하

여 운영, 지원, 참여 교육에 대해 계획하였다.

3) 운영계획
협력적 운영계획으로 민-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운

영 시 활용할 수 있도록협력적 운영 방안 제시하였다. 전주시

는 행정지원, 민원조정, 예산 시행 등 지원 역할을 하며, 주민

이 스스로 자립하여 마을정원을 유지관리할수 있도록행정적

a.� Hanok�Masil� garden

b.� Traditional� play� garden

c.� Literature� garden

d.� Omokdae� Observatory e.� GirinRo

Fig. 6. Theme gardens in Hanok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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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 주민은 조성 주체로 계획, 관리 등 역할을 하며, 주민

대표단, 전문가 주민, 일반 주민으로 구분하여 역할 체계 마련

- 전문가는 조력자로 마을정원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고, 교

육, 자문 등을 시행하여 마을정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

도록 하였다.

주민참여는 크게 적극 참여형, 조성 참여형, 관리 참여형 등

5가지 유형으로 참여할수 있도록하고, 스스로 애착을갖고 참

여할수 있도록계획하였다. 마을정원이 지속력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지원과 주민 교육이 필요하며 정원 기반 환경과 공원,

자연환경의 연결 조성에 대해 참여의식 확대가 필요하다.

역사마을에 적합한 정원사 교육, 자급 네크워크 강화 등 지

역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전통 정원홍보 및 모니터링

을 통해 발전 방안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전주시 정원도시 종합계획은 통합적 그린인프라의 관점에서

계획수립과 실행을 통해 생물의 다양성을 복원하고, 인간과 자

연이 공존하는 회복력있는 도시조성을 목표로 출발하였다. 이

중 한옥마을 정원화사업은 기존의 법이나 정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마을분석과 목표설정, 계획방향 제시에도

토의를 통해 설정하였으며, 조성운영관리에 참여하는 민관협력

의 지속성과 적극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체와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운영하도록 한다. 상위계획과

의 맥락을 같이하는 전주한옥마을 마을정원화사업은 천만그루

정원도시 중 주민참여형 마을정원화의 시범사업으로서 전주시

와 한옥마을지원과, 주민공동체위원회, 한옥마을보존위원회, 주

민협의체가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한옥마을만이

가지는 고유의 자연과 문화역사환경의 자산을 기반으로 장소

의 주인인 주민이 만들어가는 녹색공간을 계획하였다. 공공에

서 사유지에 이르는 위계를 점․선․면의 층위로 재해석하여

각 층위의 공간들을 선정하고, 각 장소에 적정한 계획은 행정

과 전문가, 주민협의체가 함께결정해 나갔다. 추후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단계적인 운영 및 차별화된 마을정원사 육성, 지속적

예산지원과 장려를 통해 장소의 고유성을 담은 건강한 주민공

동체가 만드는 녹색정원의 역사문화마을로서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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