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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sign of ‘the pair of wells’ in Jeonju Hanok 
Village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ir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natural as well as human environments in 
an attempt to map out plans to restore and activate the wells as a tourism resource. 

In the final master plan, it was intended to create a showroom of sky flowerpots in which traces of the wall fall, 
sky and water could be reflected off the ceiling, to use the passages as a space for permanent and special exhibitions, 
and to renovate the circular-form well into a foot bath by leading the overflowing water to enter a streamlet in the 
form of swamp, so that tourists might take rest there. Moreover, a straw cutter play facility would be installed to create 
a place to remind adults of past memories and to inspire fun to children. 

In the sub-sector plan, a space layout was worked out to increase spatial utilization by combining green areas, 
rest places, and cultural facilities and, as a landmark water-scenic facility, to install an exhibition area for the pair 
of wells with the ceiling on which the sky and water could be reflected.

In addition, it was also attempted in this paper to make better use of new cultural resources as contents to expand 
the traffic of tourists to Omokdae and Imokdae in the nearby place of Jeonju.

Key Words: Pair of  Wells, Jeonju Hanok VillagePark, Service Program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주한옥마을 내 쌍샘우물 복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입지특성 및 자연․인문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설계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한옥마을 쌍샘을 관광자원 활성화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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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주한옥마을은 전주시 완산구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위치

하고, 관광의 핵심으로 역사문화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민간

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700여 채의 한

옥경관뿐만 아니라, 체험형 전통문화콘텐츠가 증가하면서 국내

외적인 관광경쟁력을 갖춰가고 있고, 전주시 관광의 핵심기능

을 담당해 왔다.

전라북도 전주시 한벽당과 전주향교의 북쪽 기린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오목대의 유명한 유래는 1380년 고려 말 우왕 6년

때에 조상인 목조가 살았던 곳으로 이성계가 운봉 황산에서 왜

군을 무찌르고 돌아가던 중 들러 승전을 축하하며 잔치를 벌인

곳으로 전해진다. 이곳에서 육교를 건너면 이목대가 있는데, 천

주교의 성지가 있는 치명자산이 승암산 자락에 위치하며, 오목

대에서 육교를 건너서 70m 위쪽으로 이목대가 있는데, 이곳

80m 아래쪽에 비석과 비각을 세워져 있고, 이 비석에는 목조대

왕 구거유지라 새겨져 있는데, 이는 고종 황제의 친필이며, 용

비어천가에 보면 목조는 조선조를 건국한 이태조의 5대조로,

어릴 때 이곳에서 진법(陳法)놀이를 하면서 살았던 곳으로 유

적지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우물의 역사는 고대사회에서도 나타나는 긴 역사를 갖고 있

으며, 이러한 우물과 관련 건국신화 내지는 건국시조 탄생설화

가 역사적 연관 속에서 만들어지며, 마을단위의 공동체 생활 속

에서 우물문화가 형성되기도 하였고, 한국민속신앙사전(2011)

에서는 우물의 유래로 마을 구성원은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물과 관련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

다고 한다.

양화영(2003)은 삼국의 건국 초기 기록에 우물의 존재가 나

타난다고 했다. 실제 발굴조사에 의하면 선사시대인 청동기시

대까지 올라가지만, 대부분 우물자료는 삼국시대 후기∼통일신

라시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록상으로 보면, 기원전 57년경 우물이 처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신라의 건국 이전, 여러 우물의 존재가 서라벌 일대

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이미 우물을 사용하여 식수를

확보고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제는 시조인 온조왕대 우

물사용에 대한 기록이 있다.

김재호(2008)는 우물은 자연 상태의 지하수를 생활에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인위적 장치라고 할 수

있고 하였다. 이는 우물이라는 구조물을 통해 지하수를 고이게

하고, 사람들이 바가지나 두레를 통해 물을 긷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쉽게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게 되었다.

우물을 주요 식수원으로 이용하던 시대에는 주로 인력과 자연

원리에 기초하여 물이 있는 곳에 공동으로 우물을 만들었다.

마을 구성원들의 필요성이 바탕이 되어 우물을 만들기 시작했

는데, 주변의 돌을 모아 우물 벽을 만들거나 나무나 독을 이용

하여 만들기도 하지만 돌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유훈조

(2007)는 물의 활용을 통해 본 한국 전통마을의 특성에서 우리

선조들의 의식, 생활상, 마을입지, 풍수 등을 조사하여 물과 관

련된 여러 가지 활용도를 알아보고, 전통마을 속의 숨겨진 전

래를 찾아내어 현대의 합리적인 사고체계로 그 개념들의 활용

가능성을파악하였다. 김수진(2010)은 전통마을 공동체 공간의

문화경관 해석에서 전통마을에서 공통체적 전통행사가 이루어

지던 공간의 문화경관적 해석을 통해서 전통마을에서 대로대

이어온 선인들의 지혜를 찾아내고, 마을단위의 주거단지 계획

시 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적 공간의 설정에 대해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영수(2017)는 전통사회에서우물은 마을 공동체의 주요 식

수원이며, 우물터는 이를 함께 사용하던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

활공간이었다. 이필영(1995)은 우물의 역사는 고대사회에서도

나타나는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우물과 관련 건국신화

최종 기본계획은 벽천과 하늘과 물의 잔영이 비치는 천정을 갖는 하늘수반전시장을 만들고, 통로를 이용하여 전시장

을 만들어 상설전시와기획전시에 활용하고, 원형우물을 재해석, 적용한넘치는 우물이 흘러 들어가습지 형태로 실개천으

로 흘러가도록 한 계획에 족욕장을 설치하여 휴식을 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작두놀이 시설을 설치하여 어른들은

추억을 상기시키고, 아이들에게는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을 만들었다.
부분별 계획에서 공간배치계획은 녹지와 휴게, 문화시설을 접목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배치계획을 세우고

장소성 부각을 위하여 하늘과 물의 잔영이 비치는 천정을 갖는 쌍샘우물전시장으로 랜드마크 요소의 수경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또한, 전주시 오목대와 이목대까지 관광객들의 이동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자원 콘텐츠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주제어: 쌍샘, 한옥마을, 설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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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는 건국시조 탄생설화가 역사적 연관 속에서 만들어지며,

마을단위의공동체생활 속에서 우물문화가 형성되기도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수경공간의 연출기법, 옛샘의 역

할과 기능, 옛샘의 활용과 재생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나, 전통

우물 복원 및 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가 미비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전주 한옥마을 내 오목대 아래 쌍시암(쌍샘)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전주원도심이 한눈에 들어오는 오목대와옛쌍샘을 이

용했다고 구전으로 전해오는 자만 벽화마을이 동북쪽으로 위

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쌍샘을 이용하며 조성된옛마을의

형상이 보존되어 있으며, 1990년 이후 마을 도로정비 시행으로

쌍샘의흔적은 사라졌지만 구언으로 전해오며, 현재 마을은 전

형적인 주거단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목대와 이목대까지 관광객들의 이동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

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에게 전주시의 한옥마을 내 쌍샘우물등문화자원에 대한 인식

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는 전주한옥마을 내 쌍샘우물 설계방안을 도출하기 위

한 입지특성 및 자연․인문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설계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한옥마을 쌍샘을 관광자원 활성화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범위와 방법

공간적 범위는 한옥마을의 지역특화발전지구 내 오목대 남

동쪽 자락에 위치하며, 인접하여 서울․순천 간 도로인 기린대

로가 지나고 그와 연결된 소로 오목대길이 관통하고 있다. 윗

샘은 오목대길(B=6.0m 이하), 기린대로(전주시 완산구 교동

한벽교 북단과 덕진구 반월동 조촌 교차로간 11.555km) 및 향

교길 연계되고, 둥근형의 바가지를 이용한 우물로써 습지형태

의 생활용수로 아이들의 목욕을 위한 물로 활용되다가 아이들

의 놀이터로 이용 후 매몰되었다. 매립시 원형을 유지할 수 있

도록뚜껑이설치되어 있었다. 아랫샘은오목대길(B=6.0m), 기

린대로및은행로연계되고사각형의두레박우물로써옛음용수

로 사용한 우물이었다. 윗샘과 아랫샘의 부지면적은 대략

1,000m2이며, 두 샘간의 거리는 20m정도떨어져 있다(그림 1).

b.� 쌍샘의�위성�사진

a.�연구대상지�위치도 c.�쌍샘의�근경�사진

그림 1. 연구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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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통공간 우물 복원 사례를 실태조사 한 바, 일반적으

로 단순히 전통 한옥인 맛배지붕모양으로 한 일률적인 복원이

대부분으로 전통우물의 특성화에 실패하였다. 쌍샘의 전해오는

유래를 바탕으로 조형성과 예술적 표현양식으로 우물 자체의

특성을 살리고, 우물과 함께 정원과 광장으로 연계한 계획을

세웠다.

또한 이 지역이 명소로 부각되게 하기 위해, 먼저 이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광장이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도록 하고, 한옥마을 경관과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시간적 범위는 2017년 8월 전주한옥마을 내 쌍샘우물 복원

에 따른 관심과 논의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로

한옥마을의 공간 확대가 필요하여 전주 한옥마을 쌍샘우물복

원 및 관련 콘텐츠개발이 대두되었다. 2018년 5월한옥마을 쌍

샘우물 복원 및 광장조성 대안, 아이디어플랜 등 구상안을 마

련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옛샘의 복원 및 이용활성화 등에 대

한 선행연구를 하였다. 이와 관련 계획 및 법규 등을 검토 후

공간별구상안을 계획하였고, 각 부분별영역계획에따라 주요

부분 상세도를 작성 후 종합계획도를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전주시 교동 49-6번지 주변에 형성된 마을에 전해오는 쌍샘에

대한 전래를 문헌자료와현장조사하여 기본계획안 도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현황조사 및 분석

본 사업지구는 지역특화발전지구(한옥마을) 내 교동으로 분

류되며, 오목대 남동쪽 자락에 위치하며, 인접하여 서울․순천

간 도로인 기린대로가 지나고그와연결된소로 오목대길이 관

통하고 있다. 사업대상지 주변에는 전주 원도심이 한눈에 들어

오는 오목대와 옛 쌍샘을 이용했다고 구전으로 전해오고, 쌍샘

을 이용하며 조성된 옛마을의 형상이 보존되고 1990년 이후 마

을도로정비시행으로쌍샘의흔적은사라졌지만구언으로전해

오고있으며, 현재 이마을은 전형적인주거단지를 이루고있다.

자만동에서 향교쪽으로 내려오다보면 만나는 동네가 있는데,

이곳에 쌍샘이 있었다. 그래서 이곳을 ‘쌍샘길’, ‘쌍샘골목’이라

불렀다고 한다. 전북지역에서는 샘을 시암으로 부르기도 한다.

전주한옥마을 내 교동 49-6번지 주변에 형성된 마을에 전해오

는 쌍샘에 대한 전래를 자료와 구술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 복

원 위치의 적정위치를 탐색하였다(그림 2).

a.�이목대�쪽에서�바라본�현장 b.�전주동헌�쪽에서�바라본�현장

c.�전주천�쪽에서�바라본�현장 d.�오목대�쪽에서�바라본�현장�

그림 2. 현지답사로 드론(기종: DJI Phantom Pro 4) 촬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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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OT 분석

1) 내부 역량
강점은 관광 목적지로서높은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한옥마

을을 중심으로 전주시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에 이를 정도

로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서 국내 대표 관광목적지로

자리매김하였고,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선도하는 인적, 물적 관

광자원 보유하고 있다. 여행, 여가활동을포함한 문화소비가 가

치 중심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전주시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과 인

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트랜드를 이끌어갈 잠재력을 갖

추고 있다.

약점은 “한옥마을”만 관광객이 집중되는 현상이 아직 지속

되고 있어 공간적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광수용력과

관광만족도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옥마을 관광이 급성장하였으나,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관광활동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관광수요자의 획일화된 관광활동이 건강한 관광생태계 구축에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전주시는 숙박업을 제외한 관광사업체 및 관광시설이 양적

으로 부족하며, 현 사업체 또한 소규모 영세 사업체(여행업)

위주로 되어 있어 관광산업 구조가취약하다. 관광산업의 성장

이 음식료업을 제외한 타 분야에서 신규일자리 창출에 어려움

이 있으며, 관광자원에 대한 부가가치가 낮은 편이다. 또한 단

기간에 관광시장이 급성장하다보니 관광품질 및 관광사업관리

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특히외부 관광객에 대한 관광수용태

세는 부족한 실정이다. 관광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라 관광컨트

롤타워가 필요함에도불구하고, 관광조직의 위상과 역량이 타

지자체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2) 외부환경
기회요인은 KTX를 통한 접근성 개선 등 국내외 잠재 관광

시장과의 광역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관광발전의 전환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관광산업을포함한 서비스 산업 육성, 지방도시

관광 육성 등 정부의 정책의지로 관광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융

복합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관

광거점조성 등정책적 환경 개선되고 있다. 도시재생 등전주

시가 지방도시 육성의 테스트베드로 주목받으면서 국내외 대

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관광활동

의 전문화와 도시중심의 관광패러다임 변화로 전통문화자원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전주시 입장에서는 최근 문화소비의 증가

와 여가활동의 전문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문화관광 활동의 전문활동가는 1회 체류기간이 길어

지고 재방문율이 일반관광에 비해높으며, 소비금액이크기 때

문에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 가능하다.

위협요인은 관광산업은 상대적으로 초기자본이많이소요되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공급위축이 우려된다. 관광부문의 민간

투자는 대규모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흐름에 따라 관광산업이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전주시도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에는

재정적 어려움이예상된다. 경기는 관광산업의 가장 중요한 외

생변수라 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지진등 안

전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등으로 관광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둔화와 저성장세의 고착화는 민간투자

부진과 관광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공공부문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트렌드의 급속한 변화로 관광공급에서

니즈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관광목적지 및 관광자원의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보이는 악순

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그림 3).

3. 복원전략과 공간구상

우물은 단순히식수만을 공급하는 장소가 아니고, 개인과 마

을 전체의염원이 발현되기를 기원하며, 정화수를 제공하는매

우 신성한 공간이었다.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유래를 풀이해 보자면 천원지방(天圓

地方), 하늘은둥글고땅은 네모지다는뜻으로 하늘과땅의 형

상에 대한 옛사람들의 생각이었다. 이는 음양(陰陽)이 천지만

물을 만들어 내는 상반된 성질의 기운이라는 뜻으로 인간에게

는 음양의 조화로 남녀의 만남이 일란성 쌍둥이를 잉태한다.

그림 3. SWOT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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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으로 스토리텔링화 하였다.

한옥마을지구 남동부의 만남의광장 형성으로 공간확대를꾀

하고 시암테마존으로 원형우물의 재창조, 우물과 정원의 만남

으로 녹지구상, 족욕 실개천, 어린이들을 위한 작두놀이터, 생

동감을느낄수 있는 수공간에는 하늘수반전시장과 벽천, 실개

천을 조성한다. 아랫샘에는 사각우물존으로 사각우물, 낮은 관

목류로묵시암정원을 조성, 광장기능존으로야외무대겸휴게시

설을 데크로 조성하고 일란성 쌍둥이 포토존을 조성한다.

쌍샘우물 복원 및 광장조성공사의 타당성 연구의 기본구상

을 바탕으로 진행한 아이디어 플랜이다(그림 4).

4. 공간별 계획

역사문화도시로의 이미지와옛풍습재현을 위하여 1990년대

까지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그 지역의 생활상이 묻어

있는 역사문화자원이지만 다양한 기반사업으로 인하여 현재는

매립된 상태의 쌍샘우물을 복원하여 과거를느끼고, 현재를 체

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조닝(Zoning Plan) 계획도에서

는 시암테마존에는 원형우물, 우물테마포토존, 우물정원, 데크

형스탠드, 족욕실개천, 작두놀이시설, 수공간, 하늘수반전시장,

벽천 등이 들어간다(그림 5).

5. 부문별 계획

공간배치계획은 녹지와 휴게, 문화시설을 접목하여 공간의

활용도를높이는배치계획을 세우고, 장소성 부각을 위하여 하

늘과 물의 잔영이 비치는 천정을 갖는 쌍샘우물전시장으로 랜

드마크 요소의 수경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아이들의 목욕을 위

한 물로 활용되었던 원형우물형태의 윗샘은 자연스러운 디자

하늘은�둥글고�땅은�네모짐

천원지방〔天圓地⽅〕

그림 4. 복원방향의 스토리텔링

a.�조닝(Zoning� Plan)� 계획도 b.�축(Axis� Plan)� 계획도

c.�초점(Point� Plan)� 계획도 d.�공간구상도

그림 5. 쌍샘의 공간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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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전통을 살리고, 여독을푸는힐링공간으로족욕실개천

을 설치하였다. 광장부는 자연재로(마사토 등)를 사용하였다.

동선계획의 차량동선은 기린대로에서 오목대길(B 5.7∼7m)

로 연결되며, 대상지를 진입․통과하는차량및 보행인이 교차

하는 주요 이동축이다.

원형우물계획은 원형우물 재창조를 적용, 둥근형의 바가지

를 이용한 우물로 전통 우물의 조형성디자인과 기능성의 우수

성을 반영하고, 우물터가 놀이공간이 되는 확장성, 물이 넘쳐

우물로 흘러 실개천이 되는 생동감 있는 경관을 디자인하고,

관광객들의 휴식을 고려, 실개천을 이용한 족욕탕과 걸터앉을

수 있는 앉음벽을 계획하였다.

식재계획에서 연못의 지안(池岸)에는 대부분 느티나무, 배

롱나무, 대나무 등이 심어져 있으며, 지중(地中)에는 주염계의

애련설을 바탕으로 군자를 상징하는 연(蓮)을 식재하고 있다.

중도상(中島上)에는 불로장생을 희구하는 소나무와 꽃이 아름

다운 배롱나무, 그리고 선비의 굳은 기상과 절개를 나타내는

대나무 등이 주로 식재되고 있다(그림 6).

휴게시설물 계획은 전통 상징가로경관의 경우, 지역 상징성

이 있는 시설물의모듈체계개발(형태, 색채, 소재)이 필요하다.

한옥마을 컨셉에 의한 통합적인 야간경관으로 공간감을 인

지할 수 있는 바닥조명으로 생동감을 부여하였다. 파손방지를

위해 내구성이높은 재료를 선택하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

려하여 저채도 중심의 색상을 사용하였다. 보행동선과 가로환

경을 고려하여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지주하단부

가 노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전등

(LED등)을 사용한다.

식재계획은 우리땅의 경관을 이루는 대표수종을 조사하고,

기존노거수를 존치 보호하고 연계하며, 현지에서잘생육하며

척박지등에 적응력이좋은 수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광장에는 포인트가 되는 경관목과 밝은 색채의 나무를 중

심으로 식재하여틀을 형성하고, 화계에는 계절별로 다양한색

의 꽃으로 팔레트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으로 조성한다(표 1

∼표 2; 그림 7).

Ⅳ. 결론

본 연구는 전주시 오목대와 이목대까지 관광객들의 이동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자원 콘텐츠 관심으로 한옥마을 내

쌍샘우물 설계복원 방안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구상 전략은 천원지방(天圓地方)으로 음양(陰陽)

이 천지만물을 만들어 내는 상반된 성질의 기운이라는 뜻으로

인간에게는 음양의 조화로 남녀의 만남이 일란성 쌍둥이를 잉

a.� 공간배치�계획도 b.�동선�계획도

c.�수경시설�계획도 d.�식재�계획도

그림 6. 부분별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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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한다. 라는 내용으로 스토리텔링화 하였다. 또한 쌍샘우물을

이용한 음식자원(콩나물, 녹두묵등)과 쌍샘 우물과 관련한 다

양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곳곳에 쌍샘우물스토리 보드길을 조

성하여 관광객 이해를 높이는 등, 다양한 스토리 개발로 전주

한옥마을 관광명소의 위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최종 기본계획은 벽천과 하늘과 물의 잔영이 비치는

천정을 갖는 하늘수반 전시장을 만들고 통로를 이용하여 전시

표 1. 식재수량표

성상 수목명(학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교목

느티나무(Sawleaf� zelkova) H5.0×R30 주 3 그늘목

오죽(Phyllostachys� nigra) H1.5×R2.0 주 30 경계목

매화나무(Pruns� mume) H3.5×R10 주 3

배롱나무(Crape�myrtle) H3.5×R10 주 5

소계 주 41

관목

무궁화(Hibiscus� syriacus) H2.5×W0.6 주 5

사철나무(Euonymus� japonica� Thunb) H1.5×W0.5 주 20 차폐목

모란(Paeonia� suffruticosa� Andr) H0.6(5가지) 주 12

매자나무(Berberis� koreana) H0.5×W0.5 주 15

화살나무(Euonymus� alatus) H0.5×W0.5 주 200

회양목(Buxus� microphylla� var) H0.4×W0.5 주 150

영산홍(Phododendron� indicum) H0.8×W0.4 주 100

소계 주 502

초화류

참나리(Lilium� lancifolium) 8cm�포트 본 100

바늘꽃(Epilobium� pyrricholophum� Franch) 8cm�포트 본 200

금낭화(Dicentra� spectabilis) 8cm�포트 본 150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8cm�포트 본 200

소계 본 650

표 2. 종합 계획도 범례

번호 제목 설명

① 원형우물�
둥근형의�바가지�이용�우물

옛�생활용수로�사용한�우물로�습지형태

② 족욕실개천
여독을�푸는�힐링�공간

아이들�목욕을�위한�물로�활용되었음

③ 데크형�스탠드 사람들에게�친화력을�주는�목재�사용

④ 작두놀이
어른은�추억을�아이들은�재미를�

불러일으키는�공간

⑤ 사각우물

사각형의�두레박�우물,�옛음용수로�사용한�

우물

역사성을�고려하여�원형복원

⑥
야외무대�겸�

휴게시설
상시공연�가능

⑦ 한옥형�화장실 한옥마을�정체성에�정합한�디자인

⑧ 벽천 2단벽천�설치

⑨ 전시공간
커다란�반지름의�원형�성벽을�전시장으로�

계획

⑩ 하늘수반
하늘과�물의�잔영이�비치는�천정을�갖는�

수반형

⑪ 옹벽�설치 전통성벽을�응용한�벽마감

그림 7. 종합 계획도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6 no. 3

236�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6권 제3호(2020년 12월)� �

장을 만들어 상설전시와 기획전시에 활용하고, 원형우물을 재

해석, 적용한 넘치는 우물이 흘러 들어가 습지 형태로 실개천

으로 흘러가도록 한 계획에 족욕장을 설치하여 휴식을 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작두놀이 시설을 설치하여 어른들은 추

억을 상기시키고, 아이들에게는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을

만들었다.

셋째, 부분별 계획에서 공간배치계획은 녹지와휴게, 문화시

설을접목하여 공간의 활용도를높이는배치계획을 세우고, 장

소성 부각을 위하여 하늘과 물의 잔영이 비치는 천정을 갖는

쌍샘우물전시장으로 랜드마크 요소의 수경시설물을 설치하였

다. 주변 여건과 주민들의 모니터링 결과, 사람들의 편의를 위

해 한옥형 화장실을 설치했다.

넷째, 수경공간계획에서는 우물을 이용한 문화공간 특화시

설로 불필요한 장식을 최소화한 디자인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

영하였다. 데크형 스탠드는 친환경소재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도록 하였다. 식재계획에서 연못의 지안(池岸)에는 대부분

느티나무, 배롱나무, 대나무등으로 선비의굳은 기상과절개를

나타내는 식재하였고, 휴게시설물 계획은 전통상징가로경관으

로 지역 상징성이 있는 시설물의모듈체계개발(형태, 색채, 소

재)이 되도록 디자인하였다.

전주 한옥마을에 새로운 문화콘텐츠로서 쌍샘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관광객들의 접근성 이동 동선 개선과 이용객의 관광

자원 활성화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리라 본다. 그러나 전주시

한옥마을 장기적 계획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구체

적인 설계안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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