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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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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중길 
공간구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주 첫마중길(백제대로) 조성사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전주역광장 ∼ 명주골 사거리:850m)

  ○ 사업기간 : 2015~2017(3개년)        

  ○ 사 업 비 : 6,000백만원(국 3,000, 시 2,600, 특교 400)

  ○ 사업내용 :  ① 명품 가로숲길 조성 L=850m, B=50m

                     ② 중앙 보행광장 조성 L=720m, B=15~20m

                     ③ 느티나무 식재 250주(R25이상), 편의시설 등



첫마중길 REVIEW

1. 덕진공원과 인후공원이 백제대로의 양측에 위치

2. 전주역 앞에는 광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역전교차로는 전주의 진입부 역할을  담당함

3. 대상지 주변은 음식점, 숙박촌 등이 밀집해 있으나 이용객이 매우 적어 상권이 침체되어 있음

4. 대상지의 보행로에는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음

- 노후화된 가로등으로 거리 전체가 어두우며 보도가 훼손되어 있어 보행안전의 위험을 초래

- 화단이 방치되어 있으며 역전승강장은 시설의 규모가 작아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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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중길 REVIEW

- 건축선~도로경계석 : 12-16m

- 보행 폭이 가장 넓은 장소 : 명주골 사거리, 대한결핵협회, 웨딩의 전당 

- 은행나무(H5.0xR15)는 총 125주이며, 123주는 식생이 양호하나 전주역 사거리부분 3주 수형 불량

- 이팝나무(H3.5xR10)는 현재 103주가 존치하고 16주가 고사로 벌목된 상태임 

- 회양목, 쥐똥나무는 대부분 식생이 양호하나 사거리 및 교차로부분 도로에서 보도로 시민의 통행에 

   따른 답압으로 부분고사

보행로 및 교통

 녹지 및 가로수



지역주민
(첫마중길 상생협의회)

행정조직
(첫마중 TF팀)

전문가 및 시민
(자문 및 아이디어)

첫마중길 조성
Design Innovation

"참여와 협력으로 변화된 전주의 첫 번째 얼굴"

첫마중길 조성사업은 그간 기능적으로만 운영되어 왔던 무미건조한 공간을

시민들의 참여와 능동적 행정이 융합되어 아름답게 변화시켜냄으로써

자동차보다는 사람의 도시, 콘크리트보다는 생태의 도시, 직선보다는 

곡선의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민의 길이자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한 길로 조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속적인 유지관리

·공간의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제시

·협력 아이디어 제안

·사업조성진행

·다양한 문제점 해결

·경관개선 아이디어 제공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

상생(相生)의 힘! 전주 첫마중길 조성

○ 지역주민(첫마중길 상생협의회)

     - 30명 구성(임대인, 임차인, 지역예술가, 전문가)

○ 행정조직

   - 첫마중길 TF팀 구성 : 25명(도시재생과 외 17개 부서 )

○ 전문가 및 시민

    - 전주시 경관위원회 : 21명(도시, 건축, 공공디자인, 공공예술, 정책 자문)

   - 첫마중길 시민기획단 및 원탁회의 : 수시(총 150여명 : 아이디어 제공)



지금과 다른 삶의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없을까?
시민들의 바람과 참여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지는 첫인상과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 필요

참여와 협력 그리고 상생의 가치가 일궈낸 첫마중길      

차보다는 사람의 도시, 콘크리트보다는 생태의 도시, 직선보다는 곡선의 도시를

지향하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가는 길이자, 사람의 도시 전주의 상징공간

유흥업소와 숙박업종으로 쇠퇴해가는 공간 구조 및 부실한 환경과 노후시설물 산재

   첫마중길 주변 상가 30여 곳의 첫마중길 상생협의회 구성으로 참여 

시민들의 마음이 담긴 헌수로 첫마중길 명품가로숲 조성(110건 / 1억 6천만원)

시민들  스스로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문제의식 공유로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



전주 시민들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전주의 첫관문 가치 재발견  /   쇠퇴해가는 상권활성화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공간  /   다양한 문화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

도시의 미래를 열어 주는 첫마중길 조성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애정을 담으며 가꾸는 내 나무 갖기

-  관광객과 시민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즐길 수 있는 보행공간 만들기

- 전주역으로부터 직접 진입과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한 보행 네트워크 공간

- 대로 양측에서 차량위협을 느끼지 않고 횡단하며 불법주차로 인해 방해 받지 않는 장소

- 쇠퇴해가는 상권을 집결시키는 보행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 다양한 이벤트 문화 행위 및 상업적 행위가 용이하게 일어나는 공간

전주 첫관문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문화적 가치 공유로 새로운 공간 형성 모티브 제안



We Envison

편안한 디자인
comfortable

"21세기 전주는 즐거운 변화를 위한 시민참여의 시대"

JEONJU
 DESIGN

소통하는 디자인
collaborative

품격있는 디자인
elegance 지속가능한 디자인

Sustainable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지향하며, 아름다운 도시, 오래 머물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고품격 전통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첫마중길을 가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편안한 디자인 
Comfortable

품격있는 디자인 
Elegant

지속가능한 디자인 
Sustainable

소통하는 디자인 
Collaborative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

자연친화적 디자인

원칙과 표준의 디자인

문화와 예술중심의 디자인

과거천년 미래천년을 이어가는 디자인

전주다움을 실현하는 디자인

참여·체험형의 즐거운 디자인

인간을 배려하는 디자인

첫마중길이 품은 디자인도시 전주



○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에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커뮤니티 공간

○ 사람과 자연이 공간안에 함께 어우러져 여유와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공간

○ 이야기가 있고 소통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추억의 공간

Design Concept

Message
·여유와 휴식, 즐거움이 있는 공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공간

Experience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공간
·즐기고 체험하는 상상적 공간

Feel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공간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의 공간 조성

E�ect
·새로운 활력을 얻는 재생의 공간
·기억의 흔적과 미소가 절로나는 공간
·만남과 이별이 있는 추억의 공간

Place

People
&

사람+공간



Design Plan

숨은 구석까지
찾아보는 거리

풍경을 살피는 거리 스쳐지나가는 거리

이면도로 차량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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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아름다움과 숨은 매력이 보행 속도를 결정한다!전주의 아름다움과 숨은 매력이 보행 속도를 결정한다!
“The Slower The Attractive”

HUMAN

SYNERGY

NATURE

Green Axis
덕진공원과 인후공원의 광역녹지축 연결

Water Permeable
녹지면적 및 투수율 최대화

Anti Heat-island
그린캐노피, 차열성 포장 등으로 열섬현상 저감

Safe
장애물 구역의 구분과 보행안전구역 조성

Inclusive
접근이 용이하고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Barrier Free
연속적 보행환경과 보행약자를 위한 공간

Walking Guidance
자연스러운 보행유도를 위한 선형의 보행동선 조성

Contents
이용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테마공간 조성

Approach
찾기 쉽고 주변으로 이동이 용이한 보행네트워크 체계

- 주변상권과의 보행 연계

Community
걸으며 누리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 및 휴게 쉼터

백제대로

사람중심 생태중심

지역활성화



계획 평면

공간프로그램구성

디자인 시뮬레이션  

Design Masterplan



1. 가로조성 분야

-  전주역 관광객을 대상지 깊은 곳까지 유도하고 다수의 보행 네트워크 연결 

-  보행광장 내 다양한 이벤트 수용 가능(폭 15~22m)

-  비교적 안전한 차량의 속도 유지 가능(차량속도 40km) 보행자 안전 강화

- 버스정류장, 음식점으로 인해 사람이 모이고, 주변 배후 상권과 교류가 가장 활발한 공간

추진성과 - 가로 조성

BeforeBefore AfterAfter

After



2. 시민희망나무 명품가로숲 

-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헌수(총 1억 6천만원)로 만들어진 명품가로숲

추진성과 - 명품가로숲

BeforeBefore AfterAfter

BeforeBefore AfterAfter



추진성과 - 도로 및 보행로

3. 도로 및 보행로

-  차선 수 축소 및 보행로 환경 개선을 통해 공간의 속도를 낮추고 이벤트 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간계획 및 조성

- 모든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연결된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BeforeBefore AfterAfter

BeforeBefore AfterAfterBeforeBefore AfterAfter

도로 조성전 후

광장 주변 보행로 조성전 후

BeforeBefore AfterAfter



4. 예술승강장 및 시설물 

-  지역 예술가들이 한땀한땀 디자인한 버스승강장 

-  주변환경과 자연 친화적으로 디자인한 공공시설물

  

추진성과 - 예술승강장 / 시설물

BeforeBef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