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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군산시 원도심 보존계획의 군산시 원도심 보존계획의 군산시 원도심 보존계획의 군산시 원도심 보존계획의 

변천에 관한 연구변천에 관한 연구변천에 관한 연구변천에 관한 연구

년대의 도심부 계획안 내용분석을 중심으로-1960~2010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양 은 정

지도교수  박 소 현

본 연구은 지난 년간 우리나라의 도시 및 건축분야에서 역사문화환경의 50

보존계획이 변화해온 양상을 군산시 원도심을 대상으로 하여 보존계획의 특

성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동안 총량적 성장을 중시한 개발위주의 계획에서 .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보존계

획은 년대에 이르러서야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과 전쟁 이2000 . 

후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개발논리를 앞세운 결과는 지역도시의 원, 

도심 쇠퇴라는 도시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현대 도시에서 역사적 도시가 . 

지닌 중요한 역할을 고려해 보았을 때 원도심의 역사문화환경 또는 역사문, (

화경관 보존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역사도시 중에서 근대도시로서 보존계획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군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원도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이 어떤 맥락

에서 수립되었으며 어떻게 보존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특히 군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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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이 형성된 개항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을 분석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

에서 각 시대별로 도시계획의 변천을 파악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차별성

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군산시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안에서 밝히고 . 

있는 원도심 일대이며 시간적 범위는 현대적 관점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 

시기라고 볼 수 있는 년대부터 현재까지를 범위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1960 . 

내용적 범위는 약 년간의 군산시 도시계획과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50

다 연구의 방법은 수집한 계획내용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내용분석방법을 . 

통해 진행하였으며 국내 도시계획차원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으로의 전, 

개양상과 군산시의 도시계획차원에서 원도심 보존계획을 분석하는 흐름으로 

진행하였다. 

각 시대별 군산시 도시계획과 관련사업의 흐름을 분석하였을 때 보존계, 

획은 년대를 분기점으로 하여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1990 .

첫째 년대는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 분위기 속에서 군산시 역, 1960~1980

시 산업과 공업 분야를 통한 경제적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여 물리적 개발, 

계획 위주의 도시공간이 확장된 시기였다 특히 년 군산 서해안 지. 1966 ‘ -

역건설종합계획 은 년대의 서해안 개발계획의 청사진이 되는 계획’ 1980,90

으로서 항만 도로 공업단지 간척사업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계획과 도, , , 

시공간의 전면적인 확장을 도모하였다. 

둘째 년대는 범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의 전환, 1990~2010

으로 세계화와 지방화에 따른 중국과의 교역 지방자치제 실시 민선시장 출, , 

범 도농통합 개항 주년 등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이러한 사회적 , , 100 . 

변화는 역사와 지역문화의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원도심에 분포한 근대문화, 

유산보존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다 따라서 도시계획과 관련 법제를 통한 . 

군산 원도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이 본격적으로 모색하였던 시기이다.

년간의 군산시 도시계획 흐름에서 현재 원도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계50

획이 수립되기까지 원도심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출하여 보존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군산시 원도심의 역사문화환경은 년 군산이 개항함과 동,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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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기존의 생활양식이 전면 철거되고 조계지 거류지로써 필지가 구획되, 

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형성된 도시구조가 군산시 도시형태 원형임을 전제. 

로 하며 또한 당시에 건축된 건축물을 원형으로 본다, . 

둘째 군산시 원도심 보존계획은 년대 도시계획을 통한 지구설정에 , 1960

머물러 있다가 년대 근대건축을 활용한 관광계획으로 등장하였다 원도2000 . 

심 보존은 방화지구 설정이 최초의 도시계획적 보존방법이었다 이후 . 1980

년대까지 항만건설 공업단지조성 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 공동주택건설과 , , , 

같은 도시의 공간 확장에 치중했던 반면에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대한 계획

은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설정과 자연환경보존에 머물러 있다가 년 2002

군산 차이나타운 개발계획 에서 원도심의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관광개발‘ ’

계획이 수립되었다. 

셋째 이후 원도심 보존계획은 서해안 개발사업의 배후지역으로써 원도심 , , 

공동화 현상의 극복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립한 관광개발계획에서 보존

지향적인 계획으로 전이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원도심 보존계획은 도시. 

개발의 주류 속에서 대안적 차원으로 역사문화환경이 보존관리 되었지만, 

현재에는 도시개발과 보존의 가치가 공존 중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 . 

시계획과 조례 등의 법제상의 뒷받침과 더불어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기준과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원도심 보존계획은 자체적인 원형보존이라기 보다는 군산

시 지역경제의 수단으로써 이를 활용한 관광개발의 성격을 띤다 물론 보존. 

과 개발의 논리는 불가분의한 관계이지만 보존이 또 다른 개발의 도구로 , 

변용될 우려를 여전히 안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앞으로 군산시 원도. 

심 보존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산시 원도심의 역사문화환경은 보다 보존지향적인 계획으로 접근, 

하여 근본적으로 진정성 있는 보존가치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 . 

면 도시의 역사문화환경보존 의미는 시간이 아니면 결코 만들어 질 수 없는 

귀중한 환경을 보존하는 것으로 당시의 가치를 존중하며 현재의 모습을 가

늠하게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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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내 도시계획의 충분한 법제적 활용과 시 자체적인 보존방안의 틀, 

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군산 근대역사문화 벨트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구. 

지정 설정과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진행에 앞서 제도적 장치를 먼, 

저 마련하고 계획이 실행되는 구조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원도심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 간, 

의 참여와 협력적 계획을 도모해야한다 특히 원도심의 다양성을 위하여 관. 

광지 위주의 계획보다 원래의 용도와 기능으로의 활용으로 실질적인 원도심 

성격을 반영한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 

들을 고려한 실질적인 계획이 고려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역사문화환경이 . 

지속적으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계획이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군산시를 사례로 원도심의 보존계획의 전개양상을 연구한 것은 역사문화

환경 보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협의로는 기존의 군산도시건축의 연구에서 나아가 군산시 1960

년대에서부터 현재까지 년간의 원 계획안 자료를 대상으로 도시보존계획50

의 변천 특성을 밝힌 차적 사료분석으로써 의미가 있다 또한 년간의 도1 . 50

시보존의 개념과 전략특성 도출을 통해 앞으로 원도심 보존을 위한 방향을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광의는 년대 들어 우리나라 도시계획 흐. 2000

름에서 역사문화환경 특성을 활용한 계획이 곳곳에서 실현되는 있는 시점에

서 군산시 원도심을 사례를 통해 지역도시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는 의의를 갖으며 추후 국내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을 수립 및 , 

지역보존계획의 연구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어주요어주요어주요어 : : : : 역사문화환경 역사문화경관 근대문화유산 보존계획 도시계획( ), , , , 

지역개발계획 군산시 원도심  , 

학  번학  번학  번학  번 : : : : 2010-2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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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년대 들어서면서 국내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서울을 2000

중심으로 경주 전주와 같은 역사도시들과 인천 부산 군산 마산 목포의 , , , , , 

근대개항도시 및 태백 평택 등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그 , . 

동안 우리나라가 근대화와 산업화를 겪으며 자본주의의 개발논리에 맞춰 총

량적 성장가치를 계획목표로 추구해왔고 그 결과 급격한, 도시환경의 문제 

를 야기하며 대안적 차원에서 대두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주변지역과의 맥. 

락과 역사성을 반영하지 않은 대규모의 도시프로젝트 자동차위주의 계획, , 

기능주의적인 용도구분 전문가 중심의 계획방식 건축적인 다양성의 결여 , ,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개발계획을 극복하려는 .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계획패러다임이 전환되었고 이에 역사문화환, 

경 보존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중요한 요소로 반영한 움직임으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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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역사 문화적인 단일 기념물 건축물 도시 마을 지역 경관을 . , · , , , , , 

아우르는 환경을 보존관리하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보존계획을 수립하기에 . 

앞서 우리는 왜 보존을 하는가 란 질문과 동시에 무엇을 보존하려는지 ‘ ?’ ‘

대상 그리고 어떻게 보존하려는지 방법 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 . 

먼저 우리가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려는 이유는 남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부터 당시의 시대상을 바라보았을 때 현재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지향하는 

가치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건물이 없는 도시는 기억. 

이 없는 사람과도 같다는 로웬탈의 주장과 같이 거듭하여 새로운 건물들로 

대체되는 도시환경 속에서 역사적인 건물들은 도시의 다채로움과 즐거움을 

더해준다 하지만 과거의 유산들이 기술개발 무관심 환경오염 및 이익갈등 . , , 

등의 이유로 위협받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보존을 위한 경제적인 부담과 , 

현대인들의 기호 및 생활패턴의 변화가 가중되어 과거의 흔적들은 빠른 속

도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변의 위협요소로부터 유산을 보존하. 

는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등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 

다.1) 

두 번째로 어떤 대상을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도시건축의 흐름은 기념비, 

적인 단일 건축물에서 건축물을 포함한 주변지역 및 도시와 마을 그리고 경

관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존의 개념과 전략이 다변화 하고 있다 이. 

는 문화유산보존원칙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먼저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보존대상이 기념비적 건조물에서 역사도시 그리고 더 나아가 역사도시경관, 

으로까지 넓어지면서 대상에 따라 보존방법이 변화하고 있다 표.[ 1-1]2) 우리 

나라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경우에도 석굴암과 불국사 에서 UNESCO (1995)

경주 역사유적지구 하회 양동 역사마을 로 다양해진 유산이 (2000), · (2010)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의 고도지구 지정, · · · (2012) 

도 이루어졌다 더불어 이제는 보존대상의 변화와 함께 보존시기가 근대시. 

1) 동일 David Lowenthal (1981) p213-237
Dilemmans of Preservation: choice, methods, authenticity, creation

2) 문화재청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국제원칙 경향 및 특성에 관한연구 재정리하였다(2010) P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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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확장되면서 근대문화유산과 이를 포함한 근대역사도시경관까지 보존

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세 번째로 보존방법은 보존 대상과 시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개별 역사문화유산을 역사적인 기념물로써 동결 보호하는
Protect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건물을 포함한 주변 환경까지 보존 보전 , , 

하는Preservation, Conservation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복 활용 , , 

하여Rehabilitation, Reuse 관광 상품으로써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존대상으로서 역사도시의 경우에는 중심. , 

이 되는 오래된 도심부의City Center, Urban Core, Downtown 특성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보다 세심한 보존계획의 개념과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 

면 도심부에는 오랫동안 주요한 경제 금융 언론 공공 교육 공공시설이 , , , , 

남아있으며 또한 문화적인 중심 역할을 했던 곳으로 예술 역사적인 중요, ·

지구와 기념적인 장소의 성격을 띠며,3) 무엇보다 현재 사람들이 생활하는  

도시공간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부에서 다양한 방법. 

을 선택하여 보존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우를 살펴보면 오래된 도심부

의 환경은 그 동안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머물렀던 반면에 도시개발은 , 

주로 도심을 확대하기 위해 외곽에서부터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도심부관리

가 소홀해졌고 상대적으로 도심부의 방치가 도시보존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그동안 우리나라 지역

3) James Marston Fitch (1982) Historic Preservation p56「 」

보존보존보존보존

대상대상대상대상

기념비적 기념비적 기념비적 기념비적 

단일 건축물단일 건축물단일 건축물단일 건축물
주변지역주변지역주변지역주변지역 도시 마을도시 마을도시 마을도시 마을, , , , 장소 지역장소 지역장소 지역장소 지역, , , , 경관경관경관경관

국내국내국내국내

사례사례사례사례

석굴암 불국사, 

(1995)

경주역사지구

(2000)

하회 양동마을·

(2010)

경주 공주 부여 익· · ·

산 고도지구(2012)
-

국제국제국제국제

논의논의논의논의

아테네헌장(1931)

베니스헌장(1964)

세계유산 협약(1972)

트락스칼라 선언(1952)

유럽 건축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1985)

소규모 역사도시의

보존에 관한 국제 심

포지엄 결의안(1975)

워싱턴헌장(1987)

퀘벡 선언문(1991)

버라헌장(1999)

중국 유적지 보존을 위

한 원칙(2004)

시안선언문(2005)

역사도시경관 

권고안

(2011)

표 1-1 보존의 대상과 국내보존사례 및 국제논의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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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역사적 도심부는 어떤 맥락으로 계획 및 관리되었는지 파악할 필요

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도시 중에서 근대도시로서 위와 . 

같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선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군산시의 사례를 중심

으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차원에서 군산시의 역사문화환경이 어떻게 보존관리 

되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법과 문화재보호법 및 . 

경관법 관련 내용을 고루 고려하여 제안된 역사문화경관조성 계획안을 비롯

한 도심부 계획안의 내용을 분석한다 연구의 목적은 고시된 군산의 시대별 . 

도시계획 및 계획안들의 내용을 조사하여 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 1960

군산의 도심부인 원도심의 도시계획이 변화한 개념과 전략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군산 원도심이 지난 년간 도시계획 안에서 어떻게 개념화되고. 50 , 

어떤 전략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는가를 연구하여 이것이 우리나라 지역도시

의 보존계획역사에서 갖는 의미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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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연구의 범위1. 

본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군산시 원도심 역사문화환경보존 계획안에서 

밝히고 있는 보존계획지역인 문화벨트지구와 역사경관지구 그림 일대로 [ 1-1] 

한정하였으며.4) 현재 원도심의 보존계획이 수립되기까지 보존대상의 공간적  

범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이다.

시간적 범위는 현대적 관점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년대부터 현재까지를 범위로 하였다 년부터 년대까지가 군1960 . 1899 1930

산시 원도심이 새롭게 계획되고 근대적 공간이 형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4) 계획안에서 대상지 공간적 범위는 정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행정동 범위는 군산시 영화동 월명동 장. . 
미동 등 원도심 일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칭하고 있는 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 
아니라 계획안에서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군산시 군산 근대역사문화벨트화 사업마스터플랜수립 연구보고서(2009)‘ ’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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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때 형성된 원도심의 구조는 군산 도시형태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이러한 원도심 공간이 년대부터 시기별로 어떻게 계획되고 보존되, 1960

기에 이르렀는지를 알기 위함이다. 

내용적 범위는 군산시 년대의 도시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1960~2010

며 상위계획인 문화재보호법 경관법 등과 관련된 계획안과 각종 사업보고, , 

서 및 군산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자치조례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 

군산시 경관조례 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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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년대년대년대 구분구분구분구분 연구 분석 자료연구 분석 자료연구 분석 자료연구 분석 자료

1960196019601960

보고서 군산 서해안 지역건설종합계획조사보고서1966 -

도시계획 국가기록원 관보 건설부고시 제1967 ( 525)

계획안 항구도시근대화계획 1967 1967-71

1970197019701970

보고서 군산도시계획재정비확장기본조사보고서 1970 

보고서 군산도시재정비계획기본조사자료1974 

도시계획 국가기록원 관보 건설부고시 제 호1975 ( 40 )
도시계획 군산도시종합계획1976 

1980198019801980

도시계획 국가기록원 관보 건설부도시 제 호1980 ( 380 )

도시계획 군산도시장기종합발전계획1980 
도시계획 군산시도시기본계획1984 

도시계획 군산도시계획재정비1984 

도시계획 국가기록원 관보 건설부고시 제 호1986 ( 228 )
보고서 환경영향평가서1988 

회의록 서해안 시대를 여는 군산개발 대토론회1988 

계획안 금강지구 기본계획1989 (II) 

1990199019901990

도시계획 국가기록원 관보 건설부고시 제 호1990 ( 228 )

계획안 택지개발사업기본계획 1990 

계획안 군산해상도시건설기본계획1993 
도시계획 군산시도시계획재정비 1996 

도시계획 년 군산도시기본계획 1999 (2016 ) 

보고서 군산 개항 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1999 100

2000200020002000

----

2010201020102010

도시계획 군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자료집2001 ( )

보고서 군산도시계획재정비수립 기초조사서2002 

계획안 군산 차이나타운 개발계획2002 
도시계획 군산도시계획재정비2003 

도시계획 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2006 (2016 ) 

계획안 군산시 연안관리지역계획 2007 2007.03
조례 군산시 도심 활성화 지원조례2007 

도시계획 년 군산도시기본계획 2008 (2020 ) 

경관계획 군산경관기본계획2008 
조례 군산시 경관조례2008 

보고서 군산근대역사문화벨트화 사업마스터플랜수립 연구보고서2009 

계획안 군산시 구 역세권 종합개발방안 수립2009 )
보고서 군산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2010 

도시계획 년 군산도시관리계획 2010 (2015 ) 

계획안 군산 원도심 활성화 종합추진계획2011 

표 1-2 본 연구의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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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2. 

연구 방법론은 군산시 시대별 도시보존계획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로 당시의 계획 자료들을 수집하여 시대별로 분류하1

였다 단계는 수집한 원 데이터의 내용분석. 2 Content Analysis 방법을 통하여 정 

성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각 시대별 계획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분석요소와 분석요소별 

명확한 위계를 바탕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한 기준설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 

군산시 도시보존계획과 사업안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석틀은 

와 가 제시한 계획정책의 핵심요소를John Punter Matthew Carmona Key 

Components of Design Policy 토대로 하였다 .5) 일반적으로 계획 내용분석의 흐름은  

표 에서와 같이 계획안에서 밝힌 초기목표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 1-3]

체적인 전략과 원칙 및 세부적인 지침사항을 분석하여 이것이 심의와 행정

적 절차를 통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실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실행되는지 

까지를 계획의 핵심요소로 보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즉 초기에 설정한 계획. , 

5) 참고John Punter (1999) Design Guidelines in American Cities p28 「 」

목표 목표 목표 목표 (GOALS)(GOALS)(GOALS)(GOALS)

↓↓↓↓

전략 전략 전략 전략 (OBJECTIVES)(OBJECTIVES)(OBJECTIVES)(OBJECTIVES)

↓↓↓↓
정책 요소

(The Policy 

Component)

원칙 원칙 원칙 원칙 (PRINCIPLES)(PRINCIPLES)(PRINCIPLES)(PRINCIPLES)

↓↓↓↓

지침 지침 지침 지침 (GUIDELINES)(GUIDELINES)(GUIDELINES)(GUIDELINES)

↓↓↓↓

심의 →

(PRESCRIPTIVE)

권고 (ADVICE)

↓↓↓↓

행정← 

(PERFORMANCE)

절차 (PROCEDURES)

↓↓↓↓

실행 (IMPLEMENTATION DEVICES)

표 1-3 계획정책의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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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혹은 전략 원칙 등 실행까지 실현되었는지 그 합치성의 여부를 확( , ) 

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석요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 

규정되지 않고 누락되거나 중첩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요

소기준에 부합되도록 내용분석을 하였다 특히 표 의 요소들 중에서 계. [ 1-3]

획의 목표 전략 원칙 지침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군산시 , , , . 

도시보존계획 내용의 특성상 상위계획을 원칙으로 하여 전략방법을 설정하

였기에 목표 원칙 전략 지침의 순으로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정의는 표- - - , [

와 같다1-4] .

일반적으로 계획에서 제시하는 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목표 목표와 , 

전략을 위한 기준이 되는 원칙 계획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인 , 

전략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이 있고 이, , 

에 계획안에서 대응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목표는 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 

목적 등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원칙은 상위 도시계획과 관련법제 등 전략은 , , 

계획의 기본지침과 지도 등 지침은 자세한 계획의 내용 등으로 변환하였다, .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다음의 단계를 거쳐 장에서 군산시의 도시보존계5

획의 시기별 전략특성을 도출하였다. 

단계1 년대의 각 시대별 계획안의 내용을 분석 장   1960~2010 (4 )

단계2 단계 내용에서 원도심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출 장   1 (4,5 )

단계3 단계 내용을 바탕으로 원도심의 보존특성 도출 장   2 (5 )

계획안 분석
분석요소 정의 대응되는 세부내용

분석단위 분석요소

군산

도시계획

목표 계획에서 제시하는 지역의 미래상 계획기본방향 목표 목적 계획기본방향 목표 목적 계획기본방향 목표 목적 계획기본방향 목표 목적 , , , , , , , , 
원칙 목표와 전략을 위한 기준 상위 도시계획 관련법제 상위 도시계획 관련법제 상위 도시계획 관련법제 상위 도시계획 관련법제 , , , , 
전략 계획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계획기본지침 계획안 지도 계획기본지침 계획안 지도 계획기본지침 계획안 지도 계획기본지침 계획안 지도 , , , , 
지침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의 내용 자세한 계획 내용 자세한 계획 내용 자세한 계획 내용 자세한 계획 내용 

표 1-4 분석요소의 정의와 대응되는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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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내용 및 흐름3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표4 .[ 1-5]

연구의 차별성1) 

서론에서 군산시를 대상으로 현재 원도심이 어떻게 ‘ 보존 관리되, 고 있는

가 의문제기를 통하여 연구의 기본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 .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주제를 토대로 본 연구의 차별성과 위상을 정립하

였다. 

지역도시계획에서 도시보존의 이론적 고찰2) 

장에서는 군산 원도심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보존계획의 수립된 맥락을 2,3

이해하기 위해 크게 국가적 차원과 지역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내의 지역계획과 도시계획제도 및 역사문화환경보존 

제도의 변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시보존의 배경을 이해하였다. 

이어서 지역차원은 군산시의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보존계획의 

변천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현재 군산시의 역사문화환경보존 체계가 어떤 

구조로 실행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도시보존계획의 전략 분석3) 

장에서는 년대까지 군산시에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4 1960~2010

년간의 계획안 내용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을 위해 계획안 분석요소를 50 . 

바탕으로 내용분석의 틀을 생성하였다 이에 각 시대별로 목표 원칙 전략. , , , 

지침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석하여 그 중에서 원도심과 개발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군산시 도시보존 특성 도출4) 

장에서는 도시보존 측면에서 그간 원도심이 어떤 개념과 방법으로 관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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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되어왔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군산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이 수립되. 

기까지 국가적인 전체 계획흐름에서 군산시의 도시계획 구도 속에서 특성을 

도출하였다 도시보존의 개념을 논의할 때 보존이 어떤 가치에 의해 실행되. 

는지 대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원도심을 어떻게 지칭하였는지의 등을 중, , 

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보존을 위한 계획상의 전략방법과 실행주체인 . 

행정담당기관이 어떻게 분화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이상으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도시의 도시보존의 특성 밝히. 

고 보존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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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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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선행연구의 고찰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계획과 도시계획의 개발계획 흐름 속에서 역사문

화환경보존의 계획 양상을 지역도시인 군산 원도심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관련된 키워드는 국토 및 지역계획 국내 도시계획사. , , ① ②

국내 역사문화환경 군산도시건축에 관한 내용이다 위 키워드들을 포, . ③ ④

함하여 군산시 원도심에 관한 도시보존계획안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2] 

국토 및 지역계획1. 

우리나라의 지역계획에 관한 흐름은 국토계획의 발전과정과 법제도를 통

해서 변천해왔다 국토와 지역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포괄하. 

여 논의되고 있으며 도시건축분야에서는 기본원론총서에서 개정 및 수정을 , 

거쳐 누적하여 다루고 있다.6) 특히 그동안의 국내 국토계획은 다분히 개발 

계획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지역계획의 경, 

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지역계획론 정판(2009) (3 )「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1998)「 」
미래도시연구회 지역계획론(2009) 「 」
김용웅 외 신 지역발전론(2009)「 」
박정화 지역개발론(2004)「 」

그림 1-2 연구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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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또한 변해왔다고 할 수 있다.7) 국토 지역계획론 은 우리나라 국토  · (2009)

및 지역계획의 개념 및 내용 제시한 총서로써 보았고 지역계획론 은 , (2009)

국토 및 지역개발이 변화하면서 국내외적인 측면에서 쟁점내용들을 제시하

였으며 조명래 연구는 지역개발학의 측면에서 패러다임을 유형화하, (1995) 

여 제시하였다 국내의 지역계획 또한 개발계획의 흐름과 비슷하게 전개된. 

다고 하였을 때 지역계획의 양상을 통해서 도시계획의 구조와 역사문화환경

제도의 외연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군산시 원도심 보존계획의 양상을 살피는데 있어 군산의 

지역계획 또한 역시 국가발전구도 안에서 변화해왔다고 본다 따라서 군산. 

시의 개발계획이 어떤 구도 속에서 보존과 개발의 상호관계를 맺는지를 파

악하기 위해 지역계획의 내용을 선행 연구하였다.

국내 도시계획사2. 

국내의 도시계획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서울 도시계획역사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있으며 그 대표적으로 서울 세기 20「

공간변천사 가(2001)」 8) 있다 하지만 지역의 도시계획사는 서울과 그 맥을  . 

같이하지만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에 기인하여 도시공간이 달리 변천·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에 따른 지방도시공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김귀환(1999)9) 연구는 순천시 법정 도시계 

획서를 중심으로 시가지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시기로 나누

어 지방도시 공간구조 변천과정을 연구하였고 김영, (2001)10) 연구는 진주시  

도시계획의 변천을 고대시기부터 현대까지 시기별로 도시계획 특성을 파악

하였다 윤태열. (2009)11) 연구는 경주시를 대상으로 근대도시계획제도 도입  

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지역계획론 정판(2009) (3 ) p33「 」
8)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세기 공간변천사(2001) 20「 」
9) 김귀환 지방도시 공간구조 구상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 ’
10)김영 류태창 진주시 도시계획 변천에 관한 특성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1)‘ ’
11)윤태열 근대도시계획제도의 도입 이후 경주도시계획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박사(2009)‘ ’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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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경주의 도시계획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경주의 지형과 역사적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또한 임성기. (2011)12) 연구는 광 

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현재의 도시공간이 어떻게 이용되어 왔으며 어떤 변, 

천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는지 파악하고 해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이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 공간구조가 변화했다는 내용의 연구

가 미흡함을 문제로 제기한 것은 본 연구와 같은 취지이다 하지만 선행연. 

구들은 도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는 것과 내용분석의 기준이 상

위법제와 관련한 계획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는 군산시의 , 

년간의 법정자료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과 특히 원도심에 집중하여 50

내용분석의 분석틀을 마련하고 도시계획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국내 역사문화환경보존3. 

도시건축의 보존계획에 관한 선행연구의 흐름은 도시보존의 점적 보존에

서 선 면적보존으로 연구의 논의에서 역사문화환경으로 논의가 전개되어가·

는 상황이다.13) 특히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제도연구로는 문화재보전을 중심 

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김기호, (2004)14) 연구는 역사환경보존을 위한 제 

도적인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역사문화환경의 면적보전제도 도입방안을 제시, 

한 정석(2009)15) 연구가 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역사지구 개념의 도입 . 

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강동진 외(2002)16) 연구와 도시관리  

차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제도의 변화를 주장한 장옥연(2003)17) 연구가 있 

다 관리 주체에 관한 연구로는 지방정부의 역사경관관리를 미국 덴버시 사. 

12) 임성기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13) 이호정 우리나라 도시계획에서 역사환경 보전의 전개과정 한국도시설계학회 (2001)‘ ’
14) 김기호 도시 역사환경 보존 면적 보존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2004)‘ - ’
15) 정석 역사문화환경의 면적보전제도 도입방안 한국도시설계학회 (2009)‘ ’
16) 강동진 역사지구 개념 확대와 정립을 위한 기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 ’
17) 장옥연 우리나라 역사환경 보존의 경향과 특성 한국도시설계학회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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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통해 분석한 김기호(2006)18) 연구와 이를 관리제도와 행정주체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 장민영(2011)19) 통합적인 보존관리체계에 관한 장은선, 

(2012)20) 연구가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도시건축보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뤄진 연구쟁점을 바탕으

로 실질적으로 역사문화환경이 어떤 맥락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고 있

는 군산시 원도심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군산도시건축4. 

군산시 도시건축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흐름을 도시 공간의 범위 별로 분

류해보면 군산의 개항장과 근대도시형성에 관해 지리적으로 접근한 윤정숙, 

(1985)21) 연구를 시작으로 군산의 근대시기 경관변천에 관한 이원호 (200

2)22) 경관차원의 형태보존에 관한 이경찬, (2005)23) 연구가 있다 그리고 도 . 

시공간의 필지를 대상으로 형태단위 개념으로 본 이경찬(2002)24) 연구와 근 

대 군산의 도시화과정 연구 및 도시공간구조 형성 과정에 관한 송석기

(2011)25) 박종현 (2006)26)연구가 있다 또한 군산 조계지역을 대상으로 근. 

대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한 송석기(2004)27) 연구를 필두로 군산과 다른 도시 

와의 근대공간형성과정을 비교한 연구(2008)28) 근대 건축물의 활용방안을 , 

18)김기호 역사경관 관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6)‘ ’
19)장민영 문화재 보전과 도시계획 연계를 통한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2011)‘ ’

학위논문
20)장은선 서울 도심부 세계문화유산 주변지역 보존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2012)‘ ’

논문
21)윤정숙 학술개항장과 근대도시 형성에 관한 역사지리학적 연구 대한지리학회(1985)‘ ’
22)이원호 일제강점기 군산의 도시경관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2002)‘ ’
23)이경찬 군산 근대 시가지 경관의 형태적 특성과 보존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2005)‘ ’

회
24)이경찬 형태단위구역 개념을 활용한 군산의 근대도시화과정 해석 한국건축역사학회(2002)‘ ’
25)송석기 근대기 군산의 도시 공간 형성 한국건축역사학회(2011)‘ ’
26)박종현 일제신도시 공간구조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
27)송석기 군산지역 근대건축물의 현황 및 변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2004)‘ ’
28)송석기 개항도시 목포와 군산의 구도심 공간 형성과정 비교 대한건축학회(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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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 이순주(2010)29) 연구가 있다 최근에는 근대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  . 

역사환경을 활용하려는 박성신(2011)30) 연구와 김현숙의 (2011)31) 실질적인  

설계연구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역사도시보존 계획이 실행초기단계에 착수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을 대상으로 도시가 형성된 개항부터 현재까지 군산의 도시계획이 변

화해온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그. 

간의 군산 도시계획 변화과정이 도시보존을 위해 어떻게 변해왔는지 양상을 

파악한다는 점과 원 자료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통해 년간의 군산의 도50

시보존계획변천을 고찰한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29)이순주 근대 건축문화유산 활용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
30)박성신 군산의 근대 창고건물 현황 및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2011)‘ ’

회
31)김현숙 군산 근대역사경관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우선정비블록 설계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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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분류분류분류 연구자연구자연구자연구자 연도연도연도연도 연구의 내용연구의 내용연구의 내용연구의 내용

국토 및 국토 및 국토 및 국토 및 

지역계획지역계획지역계획지역계획

대한국토 

도시계획

학회

2009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계획의 기본개념 및 총괄적인 내용 

제시

미래도시

연구회
2009 국토 및 지역개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쟁점내용 제시

조명래 1995 지역개발학의 측면에서 패러다임을 유형화하여 제시

도시계획사도시계획사도시계획사도시계획사

임성기 2011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공간이 어떤 변천과정을 거쳐 

형성되어왔는지 구조적인 해석과 분석

윤태열 2009

근대도시계획제도 도입 이후에 경주의 도시계획 변화에서 

지형과 역사적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도연구와 

문제점 개선방향 제시

김영 2001
진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변천내용을 밝혀 시기별 도

시계획 특성을 파악하고 도시계획 내용정리와 분석

김귀환 1999
순천시를 대상으로 지방도시 공간구상의 변천과정을 시기

별로 나누어 분석

역사문화역사문화역사문화역사문화

환경보존환경보존환경보존환경보존

장민영 2011
역사문화환경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제안

정석 2009 역사문화환경의 면적 보전제도 도입방안 제시

김기호
2006 미국 덴버시 지방정부의 역사경관관리 사례를 분석

2004 역사환경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 필요성 제기

장옥연 2003 도시계획 관리차원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전제도 변화 분석

강동진 2002 역사지구 개념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 제안

군산군산군산군산

도시건축도시건축도시건축도시건축

김현숙 2011 근대역사경관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설계연구

송석기

2011 근대기 군산 변화를 도시측면에서 공간 형성의 과정 연구

2008 근대기 군산과 목포의 구도심공간 형성된 과정 비교연구

2004
군산 근대시기에 건축된 건축물의 목록화 및 현존하는 건

축물의 현황 및 변천과정 파악

이경찬

2005
군산 근대시기에 시가지 경관의 물리적 형태특성과 보존

방안 제시

2002
근대 군산의 필지를 형태단위개념을 이용하여 도시화 과

정 해석

윤정숙 1985 군산의 개항장과 근대도시형성에 관해 지리적인 분석

표 1-6 선행연구 정리  



제 장 서론1

- 19 -

제 절 용어 및 이론정리5

도시건축의 보존의 대상은 기념비적인 단일 건축물의 보존에서 시작하여 

보존대상이 확대되어 도시와 경관으로까지 범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보. 

존분야는 유럽의 르네상스 이후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발전된 역사적인 학

문 분야이다 따라서 보존분야는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또한 매우 근대적. , 

인 개념으로써 우리나라의 보존도 근대화 시기에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

다.32) 그러나 현재 국내의 보존분야는 진정성 가치 보존 등의 개념에 대 , , 

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재한 상황이기에 본 연구에서 쓰이는 용어는 국제보

존원칙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ConservationConservationConservationConservation 보존 또는 보전보존 또는 보전보존 또는 보전보존 또는 보전  ( ) ( )  ( ) ( )  ( ) ( )  ( ) ( )保存 保全保存 保全保存 保全保存 保全

PreservationPreservationPreservationPreservation 보존 또는 보전보존 또는 보전보존 또는 보전보존 또는 보전  ( ) ( )  ( ) ( )  ( ) ( )  ( ) ( )保存 保全保存 保全保存 保全保存 保全

먼저 국제보존원칙에서 쓰이는 과 두 용어를 Conservation Preservation 

정의하기에 앞서 우리말의 보존 과 보전 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 ' '

대사전에서는 보전 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 의 뜻으로 생태계 및 환경' ' ' ' , 

의 보전 혹은 국토의 보전과 같은 일반적인 사용 예에서 받아들여지는 뜻을 

지칭한다 한편 보존 은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 의 뜻으로 유물 및 유. , ' ' ' ' , 

적의 보존과 같은 일반적인 예에서 통용되는 뜻을 지칭한다 또한 영어권에. 

서 과 두 용어가 항상 일관성 있게 사용되기 Conservation Preservation 

보다는 지역별 유럽 북미 호주 등 및 전문분야별 환경 도시 건축 유적( , , ) ( , , 

물 회화 보수과학 등 로 특성 있게 교차되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건축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말의 보존 이라는 ' '

일반적인 용어가 보다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사용하

였다.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한 유럽의 보존이론은 과거 건축물 자체를 건축

32)강현 문화재청 문화유산보존 원칙 제정 연구, ·ICOMOS KOREA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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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위의 개입 없이 그 상태로 두어야 한다는 의 입장 있던 John Ruskin , 

그대로를 잘 보존하면서 시대별 세대 간의 특징을 인정하자는 의 Paul Leon

입장 그리고 과거의 건물들이 원래의 형태를 존재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 

바람직한 방향으로 복원되어도 좋다고 보는 의 입장이 있다Viollet le duc . 

그렇다면 무엇을 보존대상의 원형Original Prototype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는 진정성의 여부와 보존방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관해 역사적인 . 

건물에 대한 건축행위의 개입여부를 통해 보존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

과 같다1-7] .33) 

이렇게 역사문화 보존대상은 개입의 정도에 따라 원형보존에서 상품으로

써의 유산으로 확장되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림 단, [ 1-3] Preservation 

계는 기념비적인 공공재의 성격으로 원형유지가 가장 강한 상태에서 다음의  

33)James Marston Fitch (1990) Historic Preservation「 」
강홍빈 외 도시설계 장소 만들기의 여섯 차원 인용(2010)「 」

개입

의 

정도

↓

Preservation Preservation Preservation Preservation 

보존
대상물을 현재의 물리적 상태로 유지하는 것

RestorationRestorationRestorationRestoration

복원
대상물을 특정 시기의 물리적 상태로 되돌리는 것

RefurbishmentRefurbishmentRefurbishmentRefurbishment

재단장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건물에 물리적인 작용을 가하는 것

ReconstructionReconstructionReconstructionReconstruction

재구축
건물을 한 조각씩 현재의 대지나 새 대지에 재조립 하는 것　

ConversionConversionConversionConversion

용도전환
새로운 용도를 수용하도록 건물을 적응시키는 것

ReconstructionReconstructionReconstructionReconstruction

재건축
사라진 건물을 원래의 대지에 재창조하는 것

ReplicationReplicationReplicationReplication

복제
현존하는 건물을 정확하게 복사해 건축하는 것

FacadismFacadismFacadismFacadism

파사디즘
역사적 건물의 정면만 보존하고 그 뒷부분은 새로 건축하는 것

DemolitionDemolitionDemolitionDemolition

RedevelopmentRedevelopmentRedevelopmentRedevelopment

철거와 재개발

철거 후 그 대지에 신축하는 것

표 1-7 개입정도에 따른 보존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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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는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활용도를 높인 단계이며Conservation , 

단계는 역사가 소비재로써 소비자와 시장의 간섭을 통해서 상품Heritages 

으로써 이해되는 단계를 거칠 수 있다.34) 구체적으로 유산이 상품화 되어가 

는 과정을 다이어그램 그림 으로 살펴보면 보존의 행위 주체들이 보존[ 1-4] ,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시대적 사회적 가치가 개입되면서 포장의 과정·

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어떤 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상품의 . 

성격이 더욱 짙어지게 되며 한 개의 보존대상으로부터 여러 개의 상품이 ,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는 모든 것을 보존할 수는 없. 

고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존의 결과물을 타나내는 것임에는 분명하

다 따라서 원형의. 보존 보전 유산 상품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판 , , , 

34)Gregory Ashworth (1994) Building a new heritage「 」

그림 1-3 역사유산에서 상품으로의 진행단계 

그림 1-4 유산의 상품화 과정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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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보다는 현재의 현상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 

지만 핵심사항인 보존대상의 진정성을 반드시 염두하고 가능한 원형의 의미

를 훼손하는 방향은 지양해야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역사문화경관 혹은 역사도시경관Historic Cultural 

Landscape or Historic Urban Landscape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의 개념에서 비롯

되었다 문화경관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과의 사이를 메우는 새로운 개념으. 

로 등장하여 년 세계유산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분류되었다 세계유산(1994 ) . 

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그리고 이들이 혼합된 복합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다시 문화유산은 기념물 유적 건물군집 역사도시지구 문화경관으로 , , , , 

나뉜다 그림. [ 1-5]35)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에 관한 논의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정

의되고 있으며,36)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정의에 따르면 어떤 문화경관은 혼 

합유산 내에서 경관의 의미를 갖고 또 다른 문화경관은 문화적 유산 내에, 

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일군 유산을 뜻한다 초기의 문화경관은 사람들의 . 

35)World Heritage Center (2010)‘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First Edition p34’
36)문화재청 문화재보존 영향검토구역 개선연구 용역(2008)‘

문화경관에 대해 유네스코 미국정부 미국 문화경관재단 캐나다 자연보호협회 및 국립공원관리기관에 , , , 
의한 정의와 국내의 역사문화경관의 정의를 정리하였다.

그림 1-5 세계유산과 문화경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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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생활경관으로 나타났지만 이 중에서 문화유산을 포함하여 형성된 , 

경관은 역사경관이 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경관도 역시 . 

다양한 관점으로 논의되고 있으며,37) 역사경관의 개념과 공간적인 범위에  

따라서 보존관리의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산시는 원도심의 역. 

사문화경관을 지구형 선형 역사문화경관 지구집중형 지구산재형 선형 과 · ( , , )

점형 역사문화경관 독립구역형 독립점형 및 사적지경관 산지 유적형 평지( , ) ( , 

유적형 의 자원에 따라서 구분해놓았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원도심 ) . 

일대의 역사문화경관은 원도심에 분포한 근대건축물을 역사경관의 중심요소

로써 보고 이를 포함한 가로 및 경관이다. 

 

37)출처 자료 동일. 
진영환 심승회 안동만 황기원 권용걸 문화(1978), (1995), Fein. A. (1988), (1991), (1993), (2001), 
재청 오민근 의 연구에서 국내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였다(2006),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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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내의 도시개발 및 2

보존계획 변천 고찰 

제 절 국토 및 지역계획1

제 절 도시계획제도2

제 절3 역사문화환경제도 

본 장은 현재 군산시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이 수립된 배경을 파악하기에 

앞서 국가와 지역 차원의 제도상에서 보존계획이 변화해온 흐름을 이론적으

로 고찰한다. 

지역계획의 수립은 상위계획에 부합도록 계획방향을 설정하며 동시에 국, 

가 차원의 계획은 지역계획들이 집합되어야만 비로소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에 때문이다 따라서 군산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이 어떻게 맞물려 . 

왔는지 알기위해서 우선적으로 국가와 지역차원의 계획변천을 고찰한다 군. 

산시 원도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이 수립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 

방향으로는 

첫째 국토 및 지역계획이 전개되어온 양상, 

둘째 국내 도시계획제도가 변천해온 과정  , 

셋째 국내 역사문화환경제도의 변천의 차례로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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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토 및 지역계획1

국내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는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국토 및 지역계획의 경향이 어떤 방향으로 다변하고 있는지를 

살핌으로써 도시건축보존의 외연을 넓힐 수 있겠다. 

우리나라 공간체계에 대한 계획은 크게 세부분으로 국토 및 지역계획과 

도시 및 단지계획 그리고 개별 건축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공간범, 

위에 따라 관련법과 계획유형과 내용이 세분화되어있다 지역계획. Regional 

Planning은 계획적인 측면에서 지역개념을 구분하면 국제적 차원과 국가적 차

원 및 지방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협의의 지방적 . 

차원의 지역으로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구분하며 지역계획을 국토계획과 

도시계획 사이의 중간단위 계획을 총괄하는 것으로 본다.38) 우리나라의 지 

역계획의 체계를 살펴보면 국토기본법에 의거한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특히 지, , .[ 2-1] 

38)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2003) p42「 」

그림 공간범위에 따른 관련법 및 계획체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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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계획은 다시 수도권발전계획 광역권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개발촉, , , 

진지구개발계획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의 지, . 

역계획은 여러 규모의 지역단위로서 접근될 수 있기에 지역에 초점을 맞추

면서도 이들 지역이 집합되었을 때 기대되는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점에서 . 

지역계획은 국토를 세분화한 단위의 장소에 대한 계획이다 따라서 군산시. 

의 경우에도 실천적으로 상위국토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취지를 전재로 하며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보편적인 입장이라 본다.  

지역계획은 지리학적 관점에서 지역공간과 경제학 관점의 발전 개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계획으로 볼 수 있으며 장소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노력이다.39) 그간의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발전과정의 경우에는 년 1950

대는 해방과 전쟁 시기를 겪으며 체계적인 국토계획이라기보다 전후복구사

업에 중점을 둔 국토개발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되었다 년대는 산. 1960-70

업과 공업화를 통한 경제개발을 이룸으로써 국토개발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시기였으며 년대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도시문제가 야기되었다, 1980 . 

년대는 사회경제발전을 지속하는 한편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1990

었으며 년대에 들어와 균형발전 목표로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을 거치2000

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을 지역발전의 전개과정에 비추어보면 전반. 

적인 계획의 경향이 성장거점전략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도시화 등의 . , , 

다양한 가치의 상충하면서 이들을 유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적 발전

전략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보존과 경제적 성장간의 구도에서 지역과 사

회문화적 측면의 맥락 측면이 고려되면서 지역계획에서도 역사문화환경보존

이 부각되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먼저 논의된 개념인 ,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리나라 지역과 도시 공간까지 흐름이 미치고 있는 상

황이 되었다 따라서 현재 국내 보존계획은 지역개발의 주류 속에서 대안적 . 

차원으로써 역사문화환경이 보존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국토와 지, 

39)김형국 한국공간구조론(1997) p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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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및 도시개발과 보존의 가치가 공존 중첩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 . 

시행과 국가에서 지역으로 경제중심이 전환되면서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지만 자체적인 원형 보존보다는 지역경제의 수단으로써 , 

이를 활용한 관광개발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즉 보존이 개발의 도구로 . , 

변용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다 이는 비단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 

범세계적으로 개발과 보존의 논리에서 파생된 딜레마라고 할 수 있으며40) 

도시 건축 유산에 걸친 관광개발의 문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 , . 

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존에 대한 명확한 가치기준과 가이드라인의 정립

이 필요하다.

40)Neil Silberman (2011) Heritage, a driver of development ICOMOS 17「 」 th Assemble General 
Pari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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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내 도시계획제도의 변천2

앞 절에서 국토 및 지역계획의 개념 변화를 통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의 

위상을 파악했다면 이번에는 물리적 도시공간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 

는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화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이 등장하였는지를 

고찰해본다 그림 와 같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은 국토기. [ 2-2]

본법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영향 하에서 수립되

어 도시보존이 구현된다 따라서 국내 도시계획의 변천과정을 통해 역사문. 

화환경이 어떤 양상으로 자리 잡아가는지 도시계획 관점에서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년 개항을 시작으로 개항장과 조계지가 구획되면서 근대1876

적인 도시계획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경성시구개정과 시가지건축취, 

체규칙을 통합하여 제정된 년의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1934

도시계획 제도적 장치이다 해방 이후에도 시가지계획령이라 개칭한 제도를 . 

사용하다가 이를 폐지하고 년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도시계획법 및 , 1962

건축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시전반에 걸쳐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

다고 할 수 있다 년에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주변 환경지역을 . 1971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도입하였으며, 1976

년에는 도시재개발법을 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하여 제정하였다 주택보급률을 .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년에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였고 국토전반의 1972 ,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년 국토이용관리법을 제정하였다1972 . 

년에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고 건축법에 도시설계제도를 도입하여 1980 , 

건축법을 개정하였으며 년에 도시기본계획과 공청회제도 시가화조정, 1981 , 

구역 등을 도입하는 등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제도의 기틀이 마련

되었다 그리고 년에는 광역계획과 상세계획을 도입하여 도시계획법이 . 1991

개정되었고 년에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였다 년에는 도시계획, 1993 . 2000

법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과 상세계획을 통합한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 

허가 주민제안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을 도입하였고 개발, , 

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폐지하고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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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정하였으며 년에 국토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전의 도시계획법과 , 2002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각 지역에 대하여 시 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시재개발법을 , . 

폐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제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칭하여 , 

주택법으로 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경관법 및 고도보존에 ,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도시환경을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에서 도시

를 보존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 

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법 안에서 용도지역지구. 

의 세분화와 지구단위계획 같은 제도를 바탕으로 역사문화환경을 보존관리

의 틀을 마련해가고 있다. 

그림 국내 도시계획제도의 변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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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내 역사문화환경제도의 변천3

우리나라 역사문화환경보존을 법제도 측면에서 본다면 도시계획법과 문화

재보호법을 주축으로 하여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 졌다 그러나 과거 흔적을 . 

보존하는 것 자체가 보존의 차적 목적이라면 역사환경을 도시에서 생활공1 , 

간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역사문화환경보존을 위한 국내의 법제도는 년에 도시계획법과 문화1962

재 보호법 및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문화유. 

산을 보호하기위해 년 전통건조물보존법 년 전통사찰보존법과 같1984 , 1987

이 개별적인 유산보존법이 제정되다가 년 고도보존을 위한 특별법2000 , 

년 경관법과 같이 선 면적 보존을 위한 움직임으로 나아가고 있다2007 · . 

문화재보호법 자체적으로도 문화재보호구역을 비롯하여 집단 민속자료구역, 

1960 1970 1980 2000

문화재보호구역(1962)

1990

집단민속자료구역(1973)

건축허가 사전승인제도(건축법1978) 건축허가 사전승인제도(1999)

등록문화재(2001)

전통건조물보존법(1984)

전통사찰보존법(1987)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2001)

미관지구(1962) 역사문화미관지구(2000)

고도지구(1965)

보존지구(1971) 문화자원보존지구(2000)

경관지구(2000)

도시설계제도(1980)

상세계획제도(1991)

지구단위계획제도(2000)

1960 1970 1980 20001990

그림 국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을 위한 법제도 변천2-3 



군산시 원도심 보존계획의 변천에 관한 연구 

년대의 도심부 계획안 내용분석을 중심으로-1960~2010 -

- 32 -

건축허가 사전승인제도 등록문화재 등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존의 대상과 , 

시기를 확장해갔다 그림. [ 2-3]41)

도시계획법에서도 용도지구의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경관지구로 , , , 

섬세하게 분화되었고 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제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통

합되어 지역전체의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년에 제 종 미관. 2000 4

지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수정되고 보존지구의 문화자원보존지구와 경관

지구가 신설되었다 표.[ 2-1]42) 역사문화환경의 대표적인 계획으로 인사동 , 

북촌 서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 . 

41)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북경동경의 역사문화보전정책 서울의 역사문화유산 보전정책 수정 (2006) -「 」
인용하였다.

42)자료 동일

년1962 년1965 년1971 년1992 년 이후2000

도시계획법 미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최고 최저( , )

보존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최고 최저( , )

보존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최고 최저( , )

보존지구

경관지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미관지구

제 종1

제 종2

제 종3

제 종4

제 종5

미관지구미관지구미관지구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고도지구고도지구고도지구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보존지구보존지구보존지구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경관지구경관지구경관지구경관지구

자연지구

수변지구

중심지지구

표 역사보존과 관련된 용도지구의 변화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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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군산시의 도시개발 및 3

보존계획 변천 고찰

제 절 도시계획1

제 절 개발계획 2

제 절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 3

제 절 현재 군산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체계4

본 장은 지역도시인 군산시의 도시계획이 그 동안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 첫째 근대도시계획과 법정도시계획을 통한 전반적인 군산, 

도시계획의 흐름과 더불어 둘째 군산시의 지역계획차원에서 벌어진 , 개발 

계획들의 변천 및 셋째 도시보존계획사업의 흐름과 아울러 넷째 현재 군산, , 

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체계가 어떠한 구도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본다. 

현재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군산시 도시계획은 년 소위 원도심이 형1899

성되었던 시기와 년 이후의 현대적 관점의 도시계획이 수립된 시기로 1967

양분할 수 있다 보존계획을 살펴보기에 앞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서 도시. 

개발 사업이 수립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년대에 문화재보호법의 등, 2000

록문화재 제도와 경관법과 같은 상위 법제를 바탕으로 한 군산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을 위한 계획들이 수립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실행에 착수. 

한 보존계획이 현재 어떤 구조 속에서 계획이 실행되는지 군산시 역사문화

환경 보존체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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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도시계획1

년 년대 근대도시계획 1. 1899 ~1930

현재 군산시 모습에서 그림 발견할 수 있는 격자형 블록은 년 [ 3-1] 1899

조계지로 설정되면서 구획되었고 지금도 블록모듈을 위로 당시에 건축되었, 

던 건물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43) 군산은 지리적인 이점으로 고려시대 

와 조선시대에 조세수납을 담당했던 지역으로 때문에 년 개항이후 항, 1876

구도시로서 일찍이 개항지로 거론되었다. 

년 월 일을 기하여 성진 마산과 함께 개항을 한다 그러나 먼저 1899 5 1 , . 

개항한 부산 원산 인천 목포 진남포의 조계 거류지와 다른 조항이 있다, , , , , 

면 지구의 넓이는 최대 를 넘을 수 없다 고 규정하여 앞선 개항' 15,000 '… ㎡

지에서 과대한 면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이전 개항과 달리 체계적으로 계

43)다음지도 검색 최종확인 . http://local.daum.net/map 2012.05.10 

그림 년 군산시 원도심 모습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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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하였다고 할 수 있다.44)

각국조계의 총 면적은 로 구획설정은 지구 저평지 지구 병572.000 A ( ), B (㎢

릉지 지구 매립을 요구하는 해빈 지역으로 나누었으며 그림 항구와 ), C ( ) [ 3-2], 

인접하고 감리서 경무서 재판소 세관 우체국 전시시를 설치하여 당시의 , , , , , 

중심업무기능이 밀집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거류민이 일본인이었. 

기에 일본전관조계 전관거류지 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 

며,45)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건물도 대부분 일본식 건축물들이 양호한 상태 

로 남아있다 근대도시로써 조계지계획은 외국인에 의해 계획되었지만 다시 . 

일본인들에 의해 수정 변용되었으· 며 그림 격자형 블록은 대략 [ 3-3] 

의 블록에서 다시 으로 등분되었고 가로는 의 40m×60m 20m×30m 4 10m

44)독립신문 권 호 년 월 일 항구는 급하지 않은 일4 8 . 1899 4 13 .‘ ’
년 월 일 군산개항이 다수에 다라서 시행하라 는 고종의 칙령에 의해 의정부에서 찬성 표 1898 5 26 " " 7

반대 표로 가결되며 년 월 일 개항을 하였다3 1899 5 1 .
45) 그림 그림 출처 군산시사 [ 3-2]. [ 3-3] . (1991)

손정목 한국 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1982)「 」
조약 협정 또는 황제선언 정부선언 등의 방식에 의해 특별히 외국인의 거주와 통상을 위해 개방했· ·
거나 개방하기로 약속한 항 시 를 개항장 또는 개항시라고 한다 일본은 거류지로 중국은 조계( )· ( ) . 港 市
로 기록하고 우리나라가 조계단어를 사용한 것은 년 인천일본조계조약 이후부터다 조계관리 국, 1883 . 
가가 단수 전관조계 복수 공동조계 로 달라지고 조계의 토지취득에 따라 소속국 행정권이 영향을 미( ), ( )
치면 거류지 아니면 조계 로 구분한다 군산 공동조계는(Concession), (Settlement) . (General Foreign 

실질적으로 소수의 중국인 다수의 일본인이 거류했으며 외국영사관도 일본영사관이었기Settlement) , 
에 일본 전관조계와 다를 바 없다고 저자는 분석하였다(Concession) .

그림 년 군산 각국조계도3-2 1899 그림 년 군산 거류지도3-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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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이로 배열되었다.46) 군산 개항 후 조계지로 설정된 지역은 기존의 생활공 

간이 전면 철거되고 근대적 도시로서 만들어졌으며 이와 같이 새로이 형성, 

된 도시구조가 군산 도시형태보존의Urban Form Conservation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개항 이후의 군산은 년까지 도시공간이 형성과 도시구획이 설1899~1910

정되었고 그림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과 군산항의 차 축항 및 전[ 3-4], 1

주 군산 간 도로 공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년대에는 군산항 차 축조~ . 1910 2

와 군산선 철도가 년에 착공하였으며 그림 주요건물들이 격자형 1911 [ 3-5] 

블록에 집중되어 건설되어 시가지가 형성되는 시기였다 년대는 군산항 . 1920

차 축조와 군산선의 연장 및 기존의 거류지공간에서 시가지지가 확장되었3

46)윤도선 군산 구 조계지의 필지변화와 주거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2002)‘ ( ) ’舊

그림 년 군산각국조계평면도3-4 1911 그림 년 군산부철도선로도3-5 1915

그림 년 군산시가도3-6 1923 그림 년 군산시가지계획3-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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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림 년에는 계속된 군산항 차 축조와 년에 조선시가,[ 3-6] 1930 4 1938

지계획령을 바탕으로 한 최초의 군산도시계획이 수립되었고 계획구역이 그림[

3-7]47) 결정되었다 .48) 년에 고시된 계획은 군산의 도시계획구역을  1938

으로 결정하고 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하고 년간의 장기계획27.633 1967 30㎢

을 수립하였다 미곡을 수출하기 위한 항만의 확장필요와 주요시설과 주거. 

면적 시가지의 급속한 팽창이 도시계획을 수립되게 된 배경이다 주로 가로. , 

토지구획정리지구 공원 광장 녹지계획이 주요 계획내용이었다, , , . 1940~50

년대에도 많은 건물들이 개관하였으나 년대의 도시구조에서 벗어나지 , 1930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일제강점시시대의 년부터 년대까지를 소위 1899 1930

군산의 근대도시공간이 형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년대 도시계획2. 1960~2010

년에 년대에 군산의 도시공간을 형성했던 지역은 특히 현재 원1899 ~1930

도심 일대였다 특히 개항과 동시에 설정된 조계지역에 현재에도 많은 근대. 

건축물군이 남아있어 지금의 근대역사문화환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 1934

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바탕으로 한 군산의 최초로 시가지계획이 일제강

점기에 수립이 된 이후로 약 년간은 도시계획이 전무한 상태였다 해방 30 . 

이후 년에 수립된 계획구역의 범위나 내용은 년의 계획내용과 별1967 1938

반 큰 차이가 없다 핵심은 토지구획정리를 주요골자로 계획을 세웠으며 도. 

시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도시 , , ,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년 재정비계획은 계획구역을 년에서 약 . 1975 67

배가량 확장계획하고 풍치지구와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변경하였다6 . 

년에도 용도지역을 세분변경설정하고 농지보전을 위해 계획구역1976, 1980

47) 그림 그림 그림 출처 군산시사 [ 3-4], [ 3-5], [ 3-6] . (1991)
그림 출처 군산경관계획 [ 3-9] . (2008)

48)송석기 참조 (2004) 
송석기 군산지역 근대건축물의 현황 및 변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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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축소 재정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년에 계획수립이 공청회 절차를 거쳐 이전보다 합리1984

적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산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다. 1986, 1990, 

년에 계획구역 확장과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을 수정변경하고1995 , 

년에 도농통합법으로 군산시 행정구역과 계획구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1999

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년의 도시재정비와 년에 2016 . 2003 2006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년에 수립된 년 군산도시기본계획과 2008 2020

더불어 년의 군산도시관리계획을 표2010 2015 [ 3-1]49) 실행하고 있다 . 

년대까지가 근대적 도시공간으로서 원도심이 형성된 시기였다면1930 , 

년 도시계획재정비를 기점으로 현대적 관점의 군산도시계획이 수립되어 1967

49) 군산시 군산도시관리계획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재정리하였다 ‘2015 (2010)’‘ (2011)’ .

고시 년월일 도시계획 내용 계획구역면적 ( )㎢

1938.05.09 도시계획구역 결정 27.633

1967.07.25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27.633

1975.03.13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결정( ) 139.69

1976.03.27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결정( ) 108.52

1980.11.17 도시계획변경 결정 108.52

1984.08.28 군산도시기본계획 승인 146.74

1986.05.03 도시계획 변경 200.79

1990.05.03 도시계획변경 결정 200.79

1992.12.28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175.52

1995.06.29 도시계획변경 결정 200.79

1999.07.27 년 통합군산도시기본계획 승인2016 952.00

2003.0400.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200.79

2006.03.21 년 군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2016 952.00

2008.01.17 년 군산도시기본계획 승인2020 952.00

2008.12.26 군산도시관리계획 결정 123.16

2010. 06.11 년 군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2015 , 456.53

표 군산시 법정도시계획 연혁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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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계획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군산시의 도시계획 변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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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개발계획2

군산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논의할 때 동시에 상대적 개념으로서 개발

계획의 변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끊임없이 변하는 도시공간에서 , 

당시의 개발이 오늘날의 보존대상이 되기도 하며 보존대상이 다시 개발의 , 

대상이 되는 연속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군산의 전면적인 도시개발은 년 개항지로서 각국조계지가 형성되면1899

서 시작한다 일제강점기시대에 필지 항만 철도 도록 사회기반시설 건. , , , , , 

축물들이 새로이 들어서면서 완전한 근대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한편으

로는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식민지적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 

년대에는 해방이후에 전후복구사업에 주력하였고 년대에 이르1950 , 1960

러 국가가 주도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국가의 . 

도시개입은 도시의 개발에 관련한 정책으로 표출되며,50) 군산시의 주요 도 

시계획은 대부분 국책사업이 주도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가적으로 도시의 . 

산업화를 꾀하는 전략을 추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총량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여 효율성의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51) 따라서  

군산의 계획방향의 흐름 또한 국토계획의 패러다임 속에서 전개하였으며, 

군산시는 서해안 개발권에 속하여 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 년대에 중반. 1970

에 들어서 국가가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앞서 , 

살펴보았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과 , , , 

같은 제도적 수단을 이용하는 한편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위주, 

로 유도하였다 그러나 성장거점개발방식 위주의 계획은 상대적으로 농업중. 

심이었던 서해안 지역이 발전쇠퇴가 이어졌다 군산시는 기존의 농업을 유. 

지하는 한편 대표적인 개발 사업으로 해안지역의 공업화를 내세웠는데 내, , 

항의 기능적 포화상태로 일찍이 외항건설이 거론되었던 군산외항건설 계획

이라고 할 수 있다 년대는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자 균형개. 1980

50)김영정 외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2006)「 」
51)동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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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해안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군산군장 

국가공단 금강하구둑 건설 새만금지구 간척사업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군, , . 

산시 행정구역 또한 공업지구를 편입하는 식으로 확장하였다.52) 

년대는 지방자치와 도농통합법으로 군산시 자체적인 역량이 강화되1990

었던 시기였고 서해안 개발계획이 가속화되어가던 시기이다 동시에 새만금 . 

사업 군산 신항 군산 국가산업단지 서해안 고속도로 등의 건설을 실행하, , , 

면서 군산시 행정구역이 주변 농지와 산업시설이 군산시로 주입되면서 행정

구역이 대폭 확장하였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 중국과의 교역과 개항 주. 100

년을 맞이하여 관광을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근대 건축물을 비롯한 원

도심 일대를 차이나타운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계획은 . 

년대의 민선시장체제가 출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복지수준증1990 , 

진 환경오염수준 개선 순으로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년대 후, 1990

반의 지역경제침체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달성하여 주민의 삶

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서 비롯되었다.53) 그 일환으로 문화 복지수준을 향 

상하여 세계화 지방화시대에서 도시경쟁력을 갖추고자 관광산업을 적극 개

발하려는 것이 보편적인 지역들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각종 .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의 가치가 충돌하는 와중에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

존한다는 명분하에서 지역관광개발로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년대에는 . 2000

이전부터 추진하던 새만금사업과 국가공단 등의 굵직한 기반시설의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추진과 구체적인 개발 사업에 착수하면서 동시

에 근대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을 또 다른 개발 사업으로써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문화환경의 보다 근본적인 보존환경을 조성하기보다 관광개발위

주의 보존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는 군산시의 행정부서 변천을 살펴보면54) 문화 분야 

와 관련해서 년에 문화공보실이 처음 부설되었고 년에 이르러서야 1971 1995

52)동일책 p135
53)최상철 외 제 기 민선시장의 도시정책 방향 대한지방행정공제회(1998)‘ 2 ’
54)군산시 통계년보 년도부터 년까지 행정부서 변천과정을 조사하였다1962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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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계가 개설되고 년에 대대적인 행정국 개편으로 문화공보실이 복지1998

국의 문화관광과로 부설되었다 그러다 년에 관광진흥과가 독립적으로 . 2007

부설됨과 동시에 도시계획과에 원도심계가 드디어 부설되면서 관광위주의 

도시개발에서 원도심 보존관리가 최근에 들어서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기시기시기시기 군산시 개발사업군산시 개발사업군산시 개발사업군산시 개발사업 개발 대상개발 대상개발 대상개발 대상

일제강점기~ 조계지 항구 철도 도로 등의 근대적 도시계획 구현, , , 원도심

년대~1960 서해안지역 개발계획에 포함 전후복구( )

년대1970 군산외항 건설 외항

년대1980 금강 하구둑 군장 국가공단 군산 국가공단 계획 및 건설, , 하구둑 공단, 

년대1990
군산신항 새만금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해상도시건설 계, , , 

획 근대건축물의 관광개발계획, 

신항 새만금, 

근대건축물

년대2000 원도심의 활성화 및 관광개발계획 새만금 해상매립지계획, , 새만금 원도심, 

표 군산시 주요개발계획 변천과정3-2 



제 장 군산시의 도시개발 및 보존계획 변천 고찰3

- 43 -

제 절 군산시 도시보존계획 변천3

군산시가 근대역사문화환경에 대해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년 군산 개항 주년을 맞이하면서이다 년대 초반의 산림과 농1999 100 . 1990

지보존과 같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년대 후반에 일본식 건축물을 관광1990

자원으로써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양분할 수 있다 이러한 년대를 지나 . 1990

년도의 등록문화재 제도의 제정은 근대건축물을 보존하는데 제도적인 2001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산에 역사보존이라는 인식을 불

어넣어주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년대 초반에 근대건축물 목록화작. 2000

업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년에 이르러 군산 근대역사문화경관 가꾸2005 ‘

기 기본계획 보존계획이 단독으로 수립되게 이르렀다 그리고 년에 ’ . 2007

도시보존의 계획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

가 제정이 되면서 그동안 구도심 구시가지라는 용어에서 원도심으로 공식, 

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경관법의 제정으로 년의 경관계. 2008

획과 군산시 경관조례를 비롯하여 도시보존을 위한 다수의 계획안들이 수립

되었다 특히 보존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 2009

였던 문화창작예술벨트화사업에 선정되어 군산역사문화 벨트화사업 마스‘

터플랜 과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원도심 근대역사경관을 활용’ ‘

한 활성화 계획 을 종합한 군산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 ‘

계 계획이 현재 추진 중이며 실행초기단계 착수한 상태이다 그림’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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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군산시 보존계획 변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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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현재 군산시 역사문화환경 보 체계4

이상으로 군산의 도시계획과 도시보존계획을 살펴보았다면 현재 군산시 ,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이 어떠한 체계 속에서 작동하는지 계획구조와 실행

주체를 종합하여 정리해 보았다 표.[ 3-3] 

도시계획차원에서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모법

으로 국토종합계획과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상위계획으로 삼고 있으며 광역도, 

시계획에서는 도종합발전계획과 관광계획 및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광역도

시차원의 계획을 바탕으로 군산시에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지침으로 

도시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군산시 도시계획에서 상위계획의 . 

관광과 개발계획이 주요 계획목표로써 기본계획방향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군산시 차원에서 도시경관의 보존과 관리 지침이 되는 경관법을 모법으로 

년에 군산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계획안에서 경관유형별로 경관자2008

원을 분류하여 역사문화경관자원 대한 보존과 활용방안을 위한 기본방향을 

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 경관계획       경관계획       경관계획       경관계획       보존계획보존계획보존계획보존계획

계획
주체

국토의 계획 및 활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활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활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경관법경관법경관법 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법

중앙정부

제 차 국토종합계획 ·2005 4
수정계획 (2006-202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2000-2019)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

관팀

2001 
등록문화재 제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2009 
문화예술창작벨트사업·

근대역사문화벨트화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
단체 

전라북도

제 차 전라북도 ·2008 3
종합발전계획 (2008-2020)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새만금종합개발계획·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

- - - -

기초자치
단체

군산시

군산도시기본계획 ·2008 
  (2004-2020)

군산도시관리계획 ·2010 
  (2004-2015)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군산 2008 
도시경관기본계획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2009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

문화체육과
근대문화시설팀

군산시 경관조례2008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조례

군산 원도심 활성화 종합추진계획 군산 원도심 활성화 종합추진계획 군산 원도심 활성화 종합추진계획 군산 원도심 활성화 종합추진계획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 도심활성화계도심활성화계도심활성화계도심활성화계- )- )- )- )

표 년 군산시 역사문화환경 보존 체계3-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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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있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 군산시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경관을 보. 

존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군산시의 보존계획은 크게 문화재보호법을 모법으로 등록문화재 제도를 

통한 근대건축물을 정비 관리하는 방식이며 역시 년에 원도심 활성화 , 2007

지원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최근 년에 문. 2009

화체육관광부가 주체한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당선되어 내항일대를 문화예술

창작벨트지역으로 계획하고 있고 동시에 시 자체적으로 근대건축물과 경관, 

계획을 연계한 근대역사문화벨트화계획이 실행 초기단계에 있다 특히 . 2011

년에 군산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활성화계가 부설

되어 계획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 자체적으로 도시. 

계획과 경관계획 및 보존계획의 법제를 아우른 계획과 계획실행의 골격이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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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군산시 원도심의 보존계획4 변천 분석  

제 절 년대1 1960

제 절 년대2 1970

제 절 년대3 1980

제 절 년대4 1990

제 절 년대5 2000~2010

본 장은 년대까지 군산시 도시계획과 원도심 보존계획을 살펴1960~2010

보는 장이다 현재 군산시 원도심에 대한 보존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원도심 . 

관련 계획이 변화해온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년대의 조계지구1900

획으로 원도심이 형성된 시기 년대의 초기 개발계획의 시기 및 , 1960 1990

년대의 본격적으로 근대건축물을 이용한 계획으로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비교해 볼 수 있다 년대 현재 원도심에 해당하는 조계지구획은 장에. 1900 3

서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고 본 장에서는 년대 이후부터 원도심과 , 1960

관련된 계획들을 살펴보았다.

계획내용분석의 흐름은 각 시대별로 전체적인 계획의 배경을 바탕으로 군

산의 계획 방향과 주요도시계획 그리고 원도심에 해당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순으로 전개해나갔다 그리고 내용분석의 방법은 앞서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 

내용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계획에서 밝히는 목표 원칙 전략 지침의 요소, , , 

와 이에 대응되는 세부내용들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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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년대1 1960

지역계획에서 지역의 공간적인 개념은 국제적 국가적 지방적 차원으로 , ,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지역계획 지방지역계획 등 여러 규, 

모의 지역단위로서 접근될 수 있다 따라서 군산시 역시 상위계획의 실질적. 

으로 구현될 수 있기에 상위 도시계획과 관련 법제 및 계획들을 근거로 하

여 군산시의 계획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군산시 전체적으. 

로 보았을 때 년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과 전1960 2 5

라북도의 농도전북근대화 개년 계획의 국가계획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자체5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년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년 국토건설. 1962 , 1963

계획법 년 도시계획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1966

하여 계획을 추진해 갔다.

그림 년 군산 서해안지역건설종합계획도 4-1 1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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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년대의 군산시 계획은 원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의 1960

계획내용보다는 상위계획에 부응하는 주변지역 개발과 공간 확장에 주력한 

계획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구역 간척사업에 따른 배후지역 도시기반, , , 

시설 항만 공업지역의 개발로 도시공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 .55) 특히 이러 

한 적극적인 개발계획은 년 군산 서해안 지역건설종합계획조사보고1966 ‘ -

서 에서 그림 파악할 수 있다’ [ 4-1] .56) 서해안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에서  

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였는데 군산은 농경지와 간척사업의 계획과 공1985 , 

업단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외항건설을 토대로 공. 

업도시로써 발전해 나가고자 하였으며 현재 계획으로 그친 일제강점기 시, 

대부터 계획하였던 용담댐건설과 군산과 장항을 연결하는 금강대교 건설 등

55)김영정 외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2006)‘ ’
56)출처 군산시 군산 서해안 지역건설종합계획보고서. ‘ - ’

그림 년 간척개간용수공급계획도4-2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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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획에 포함하였다 실제 외항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년 . 1967

항도군산근대화계획 에 공업도시로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림‘ ’ .[

개항 시기가 비교적 빨랐던 항구도시들은 교통 공업 자4-2, 4-3, 4-4]] , , 

원의 중심으로써 국가경제에 발전적 도시로 주목받았으며 일제 강점기 당, 

시의 조계지였던 여러 가지 이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비록 군산시의 규모는 소도시였지만 실제로 년 당시 군산은 인구와 상1965

태자원의 집적도는 전국적으로 서울 대구 다음으로 고도집적도시임을 알 , 

수 있었다.57) 이러한 년대의 계획은 대부분이 개발계획이었으며 현재의  60 , 

도시 개발계획의 청사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년대 군산시 도시계획은 년간의 장기종합계획을 목적1960 20

으로 하여 계획인구는 년도의 두 배인 만 명으로 예상하였으며 도1966 20 , 

시계획구역은 군산시 최초 도시계획인 년 군산시가지계획에서 제시한 1938

계획구역과 동일한 으로 설정하였다 그림27,642 . [ 4-5]“㎢ 년 군산도1967

시계획의 재정비를 우리의 손으로 현실적인 면을 계획58)”하려는 취지에서 

군산의 근대화를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당시 군산시가 주변지. 

역에 비해 집적도시라는 점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해방과 전쟁이후에 기, 

존시설의 복구가 시급했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년의 도, 38

57)동일함 p25
58)군산시 항도군산근대화계획 년(1976) 1967-1971「 」

그림 년 공업단지조성계획도4-3 1967 그림 년 군산외항시설계획도4-4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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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 군산시가지계획4-5 1938

그림 년 군산도시재정비계획4-6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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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획과 국가지역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산업화와 공업화를 추 

진했었다고 본다.

이 시기가 전후 복구와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성장거점계획의 경제적 발전 

추구를 강조했던 시대였으며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하려는 국가차원의 , 

건설사업 계획이 주를 이루었다면 군산시 역시 년대 계획에서도 위와 , 1960

같은 논리로 전략을 수립하였다 인구 건물 토지시설 등 상호간의 조화균.“ , , 

등을 추구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한다 라고 계획안에서 밝히고 있으며 그.” , [

림 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식민지적 개발을 목적으로 한 근대도시계획의 4-6]

개념으로부터 광역 도시권과의 관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전이

하였다고 할 수 있다.59) 공업중심의 도시성장을 전략으로 삼고 외항과 도로 

건설 등을 계획하였고 또한 지역계획 발전이 개발위주로 유도하였던 것이 , 

군산시 전체적인 계획 방향이었다면, 

년대 원도심 일대는 개항과 동시에 물리적으로 도시가 형성된 이래1960

로 일제강점기 동안에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사회기반시설이 이미 갖

추어진 상태였다 따라서 년대 원도심에 관한 계획은 기존시가지의 공간. 60

을 기능별로 정리하여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구를 설정하, , 

고 내항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임항지구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대상지 , . 

내에 위치했던 당시의 주택을 재래식 목조건축물로 언급하며, 도시는 밀집"

된 가옥을 비롯하여 많은 시설물들이 있어 화재 발생율이 높다.60)"고 판단

하여 화재로부터의 위험을 보호하고자한 것에서 처음으로 원도심 보존을 인

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가 형성될 당시 원도심 일대는 일본인 . 

거류지였고 상대적으로 국내인은 주변 구릉지에 자생적으로 주거지를 형성, 

하게 되었는데 이를 고지대의 불량주택이라 지칭하며 도시미관을 위한 정, 

리계획을 설정한다 또한 도로계획은 현재 내항에서부터 원도심을 통과하는 . 

대학로를 연장과 확장 및 도로 포장을 통해서 상업지역의 범위는 동일하지

59)군산시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2011)‘ ( )’
60)군산시 군산도시계획재정비확장 기본조사보고서(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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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도심 일대의 공간상의 구분이 확고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문화시설과 관광시설을 살펴보면 문화시설이라 함은 도서관 극장, , 

신문 및 라디오 사회복지 통신 금융 의료를 포함하였지만 유물이나 문, , , , , 

화재와 같은 대상은 문화시설 범주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대적 문화

시설만을 문화로 일컬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군산은 국제무역 및 중소공

업도시로서 관광자원으로는 별 뚜렷한 여건이 없으나 풍경이 수려한 월명산

과 군산공원 등지에 시설확충 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임해공업도시의 

발달을 촉진하여야 선유도 해수욕장과 교통편을 개선하여 많은 관광객이 …

운집함으로서 관광객에 대한 간접수입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61)”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건설개발과 관광을 적극적으로 연계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도심에 해당하는 계획은 도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개발계획과 비교하

여 세부적인 수준의 내용만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에서 . [ 4-7]

현재 년 도시지역계획범위와 비교하여 가운데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2010

원도심영역이고 주변이 년대 도시계획범위에 해당한다 원도심은 기존, 1960 . 

의 도시적인 면모를 갖춘 지역이었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방식으로 주변지

역의 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간 확장에 주력하였으며 원도심을 중심( 1,2 ) , 

으로 공업화 산업화를 통한 도시개발을 위해 외항을 계획하였던 시기였다, .

61)자료 동일

그림 년대 도시계획구역과 원도심4-7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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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년대 2 1970

년대에도 장기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장기적 개발계획이 필요하다1970 ·

는 내용을 초기 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다 외항과 임해공업단지건설의 추진. 

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인구를 만 명으로 계획하였32

다 그리고 계획구역으로 년대에 비해 약 배가량 넓어진 으로 . 60 5 139.69㎢

산정되었다 그림.[ 4-8]“도시는 인간생활의 합목적적인 유기체적 단위이고, 

도시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에 있다.62)”라고 계획의 취지에

서 밝히듯이 일찍이 복지증진 또한 당시 계획의 목표로 에 포함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년대는 국가적으로도 산업화 공업화 전략을 내세워 항구도시. 70

들을 교통 공업 자원의 중추적 역할을 도모하고자 전통적인 입지이론 전략, , 

을 꾀하였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등과 같은 . , , 

62)군산시 군산도시종합계획(1976)‘ ’

그림 년대 군산시 도시계획도4-8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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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법제를 수단으로 하여 년대의 본격적인 개1960

발계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이 구현되기 시작한다 년대 군산의 . 1970

도시종합계획에 대해서“도시종합계획이란 미래를 파악하는 작업이기 때문, 

에 각종의 미래 예측방법을 도입 활용하고 상위적 국가계획을 기본으, 

로…63)”보았다 이처럼 년대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년대에도 국. 1960 1970

가 상위계획인 제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과 더불어 4 5 , 

국토건설 종합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년대 계획은 대표적으로 년대부터 이어진 공업단지의 건설로 군산1970 60

의 외항건설과 임해공업단지 건설이 맞물려 추진되었다 이에 년대까지 . 1970

군산은 농지조성을 위한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였으나 년대 , 1970

중반 이후 공업부분의 성장으로 농지확보대신 공업 용지를 위한 용도로 전

환되면서 국가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년대의 전략 핵심. 1970

은 군산의 도시기능과 특성에 입각한 면밀한 분석 작업을 거쳐 사회간접“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고려하면서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데 있…

다64)”와 같이 년대를 위한 총체적인 계획으로 도시균형 발전을 유도1980

한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외항을 중심으로 서부중공업지대 기존 . , , 

동부공업지역은 경공업지대 중앙동을 중심으로 기존시가지주거와 상업지역, , 

월명상의 녹지대로 구분하였다 둘째 인구의 증가로 택지조성은 가급적 구. , 

릉지대로 유도하여 농지와 녹지산림의 잠식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셋째 중. , 

심 시가지 를 재정비하고 그간 원도심을 중심으로 단핵구조에서 부도(CBD) , 

심의 개발로 균등적 개발을 도모했다 넷째 년대에도 제 토지구획정. , 70 3,4,

리를 조촌동 경장동 경암동 소룡동 미성동 산북동 일대 지속적으로 추( , , , , , ) 

진하여 단독주택 이외에 부족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지구를 설정해

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림.[ 4-9]

년대 군산시 토지이용계획은 우량 농지와 자연산림지 등의 임야를 1970

개발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존농지를 시가지 팽창의 잠식에서 보존하도록 지

63)각주 동일48 
64)각주 동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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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녹지지역 내에 농업을 위한 시설 외에는 개발과 가로망 개설을 금지 

하였다 그리고 개발대상지역인 시가지의 토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 , 

지역으로 용도를 구분하고 공업지역은 이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풍치지구, 

임항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 미관지구 공원 운동장 유원지 및 시설녹, , , , , , 

지를 별도로 배정하였으며 또한 주거가능구역을 위한 구릉지를 이용하도록 , 

하였다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지속될 수 있. 

도록 하여 도시공간질서가 지속되게 하며 주거지역은 커뮤니티 단위마다 , 

의 패턴을 적용해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Neighbour Hood Planning

하여 친근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 , 

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지정하, ( , , ), 

였다 그리고 시가지의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항지구 . 

이외의 지구를 신설 계획하였다 그림 기존에 준공업지역인 금암동.[ 4-10] , 

장미동 금동 해망동을 임항지구로 계획하고 시가지내에 건축물재료 뿐만 , , 

그림 년대 생활권과 커뮤니티계획4-9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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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시설물들이 서로 밀집하여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가로식 방화지구를 계획하고 외항완공 이후에 외국인 급증이 예상되기에 건

축물 외관을 정비하고 도심부와 가로변을 미관지구와 월명산 일대 녹지지역

을 풍치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시가지의 집약적인 용적률 향상을 도모. 

하면서 방재와 미관을 고려한 고도지구를 계획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하

였다 또한 당시 재개발 사업은 중심시가지는 기존 주택과 상점이 편리하게 . 

시가화 되어있으나 서흥남동의 고지대 주거지역은 계획 없이 주택건립에만 

앞섰기에 불정형 개미골목이 연속된 불규칙한 시가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

하고 고지대의 전면 재개발을 계획하였다.

년대 계획에서 원도심의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으로 상업지역 주거지1970 , 

역 준공업지역에 해당하고 내항의 임항지구와 방화지구 중에서도 중앙동, , 

명산동 월명동을 노후 목조건축물의 화재위험으로 중앙집단방화지구로 설정, 

그림 년대 용도지역계획도4-10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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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림 에서 살펴보면 년대에 비해서 도시계획범위가 배. [ 4-11] 1960 5

가량 넓어졌는데 주변 농지지역 편입확장과 외항건설에 치중했던 것을 알 , 

수 있다 따라서 외항이 건설되고 내외국인이 증가할 것을 고려한 도시경관. 

과 건축물 외관을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중앙도로미관지구 주요간선 가, 

로변에 미관지구를 계획했으며 기성시가지의 집약적인 고도화로 건축물자재, 

와 밀집을 고려한 고도지구 설정을 계획하였다 자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 

면 군산시의 개 관공서 중에서 개가 대상지에 분포한 것으로 31 23 (74,2%) 

보아 기능과 인구가 집중했던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한편 문화와 관광자. 

원으로서 항구도시임을 집중 부각시킴과 동시에 은파유원지와 월명산공원을 

일상의 휴식과 관광지로 소득증대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관광자원에 역사적. 

인 사찰 오래된 고가 매장문화재 유형 무형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인식, , , 

하고 보전하는 내용과 군산의 개항행사축제를 관광자원으로 도시계획에 포

함되어 있었다. 

그림 년대 도시계획구역과 원도심4-11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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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년대3 1980

년대 계획의 목표 시기인 년대는 군산시 발전과정을 구분하여 1960 1980

살펴보았을 때 년대는 도시발전이 정체했던 시기에서 전략적으로 도약, 1980

했던 과정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65) 년대 초까지는 도시성장이 정체 1980

하였던 시기였지만 후반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서해안 개발계획 수립이 발, 

표되면서 개발위주로 도시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서해안개발계획은 본격. 

적으로 항구 군산신항 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철도 전철 비행장 공업단( ), ( ), , , , 

지 간척사업에 이르기까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 

65)김영정 외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2006)‘ ’p37
자본주의 국가에서 도시의 구체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과정을 고려해야한다는 카스텔
의 주장에 기대어 군산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세 가지 발전단계로 나누어 특징을 분석하였다 식민, . ①
도시 형성 발전기 년 도시발전의 정체 쇠퇴기 년 자본주의 도시화 · (1899~1945 ) · (1945~1985 ) ② ③
이행 도약기 년· (1985 )

그림 년대 단계별 도시개발계획도4-12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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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간척사업으로 공단 및 농업용지를 조성하는 것이 처음시작의 핵심이

었다.66) 년대의 도시계획을 기본골자로 년대는 이를 토대로 단계적 1960 80

으로 국토공간을 개발을 도모했던 시기였다 그림.[ 4-12]

년대의 주요한 도시계획은 년 최초의 군산시 도시기본계획과 1980 1984

년 재정비계획으로 년 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년 기본1986 20 , 10 . 1984

계획에서 목표한 계획인구와 계획지역은 년에 약 만 명2001 32 , 146.74㎢

으로 년대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업1970 , 

계획과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서해안중심으로 광역도시기반계획이 형성되었, 

던 시기였다 년대 계획은 토지이용 교통 녹지체계를 중심으로 한 도. 1980 , , 

66)군산시 서해안 시대를 여는 군산개발 대토론회(1988)‘ ’

그림 년 군산도시기본계획4-13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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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반시설의 정비와 주택 등의 편익시설을 중심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 하였고 도시경제의 활성화로 자생적인 지역주민의 정주체계를 조성하는 , 

것을 목적으로 정하였다 그래서 도시계획 내에 경제 사회 행정계획 등 비. , , 

물리적 계획을 포함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 , , 

녹지공간의 보호 및 확충정비에 주력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계획을 

목표로 개발목표 및 전략과 지표를 예측하여 계획수립에 각 부문별 계획 간

의 피드백을 통한 상호보완하는 체제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도시계획 수립. 

에 있어 공청회제도와 같은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를 실천하고 있는 시기임

을 알 수 있었다.

년대 군산의 대표적인 계획은 외항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군산지방산1980

업단지 임해공단 와 금강하구둑 건설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건설 사업이 추( )

진되는 와중에 서해안개발사업의 계획으로 군산의 신항만계획수립과 군산국

가산업단지 조성이다 또한 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개발사업과. 4,5,6 67) 

나운지구의 공영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러한 개발계획은 주요한 도시

계획으로 자리하였다. 

년대 대표적인 계획인 년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를 크게 생활권 토1980 84 , 

지이용계획 생활환경 등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것으로 기본전략으로 삼았다, . 

도시개발의 전략은 서해안 임해공업벨트 형성을 위한 매립지를 적극 개발하

여 비응도의 해상도시건설과 금강하구둑건설에 따른 관광기능을 적극 강화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도시구조를 명확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축. 

을 형성하여 도시 구조적으로 기능을 배분하고 지역별로 기능을 부여하여 

기존시가지의 행정 상업 업무중심의 도심기능의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도시골격을 중심시가지와 내항을 중심으로 부채살을 형성하고 서측에 외항

과 신 외항을 배후로 한 공업대지와 동측으로 신시가지를 계획한 구조로 유

도하여 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선택된 대안으로 전략을 꾀하였다 이2 . 

전의 전략에 비하여 대안의 평가하는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었고 체계적인 

67)제 토지 소룡동 미성동 산북동 일원 년 제 토지 나운동 문화동 일원 년 제4 , , (1978~93 ), 5 , (1980~86 ), 
토지 조촌동 경장동 일원 년6 , (198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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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거친 전략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계획을 실천했던 시기였

다. 

년대 도시계획상에서의 생활권계획은 지역의 사회발전에 중점을 두1980

고 인구와 도시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한편 편익시설을 적절히 배치하여 균

등한 생활권계획 커뮤니티계획을 제시하여 도시생활에 있어 균등한 공간배, 

치를 구상하였다 그러면서 크게 가지 서부중생활권 중앙중생활권 동부중. 3 , , 

생활권으로 나누었다 특히 중심생활권은 기존시가지로서 특히 고지대에 집. 

중된 인구를 신시가지로 점차 이주토록 하고 재개발을 통한 도시생활환경, 

을 정비 미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생활편익시설의 분포상태가 기, . 

존시가지에 도심부에 집중편재하고 있어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고 보고 주변지역으로의 생활권을 확산시키는 계획 세웠다 그림.[ 4-14]

도시의 물리적 계획인 토지이용계획은 토지 잠재력을 통한 적합성에 따라 

기능별로 활동공간을 배분하여 생활권과 연계하여 수립하였다 대단위의 개. 

발방식을 지양하고 산림보전지와 농경지의 잠식을 최대한 억제하며 구릉지

그림 년대 군산시 도시생활권계획4-14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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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여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경제림 대지로 낮은 지역은 초지 또는 , 

농경지로 적극 개발하였다 또한 월명공원 은파유원지 등 시가지내외에 산. , 

재한 오픈스페이스의 체계화를 통해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계획하였

다 지역개발 패턴과 토지이용체계를 가능한 인근권의 토지이용 체계와 부. 

합되도록 상호 연계하여 도시내부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기존시

가지에 편중된 도시 활동을 지역 내 균등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그림. [ 4-15]68)

기존시가지 정비 및 도시경관조성지역 개발추진 및 신시가지 조성지역, , 

임해공단 조성지역 환경보전 및 개발지역 등을 대 전략권으로 구분하여 , 4

설정하였다 제 지역은 특히 고지대에 집중된 인구를 신시가지로 점차 이주. 1

토록하고 재개발을 통한 도시생활 환경을 정비 미화하여 도심의 상주혼재, 

68)군산시 내부자료

그림 년대 군산시 토지이용계획4-15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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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순화하여 토지이용의 집약적 효율화를 도모하며 제 지역은 생산녹지와 4

공원지역으로서 자연경관을 적극보존하고 시민의 위락공간으로 이용토록 조

성하였다. 

군산시는 주로 내항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점차 외항과 제 공단의 1

건설과 함께 활기를 띄고 있으며 또한 도시규모가 협소하여 주거생활의 기, 

본단위인 근린분구 및 지구 등의 생활권적 개념의 분화 없이 모든 기능이 

혼재되고 집중된 활동공간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토지이용의 적합성과 . 

생화권별 공공시설 및 주구기능의 적정화를 위하여 개발 전략권을 고려하여 

생활권계획과 동조하여 지구를 구분하고 기능을 배분하여 능률적 도시개발

을 도모하였다.

시가지 개발 및 정비계획① 

신시가지 개발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전의 점적 재개발 방식을 지양

하고 선형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의 비능률적인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는데 목표를 두고 노후건물 건물높이의 불규칙에 의한 환경 불량지, 

구의 개선 및 도시 스카이 라인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도로 오픈스페이스 . 

및 공공서비스 시설 문제와 가로망 협소 등에 의한 방재상의 문제 및 범죄

등 사회적인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어 계획하였다. 

구 시가지 개발계획② 

원도심 일대인 구 시가지의 고지대 지구에 불량주택이 집중함으로서 도시

공학상 도시경관상 많은 문제점을 초래했으며 시가지내 가로망형성에 지장, 

을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 지대는 소방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고 . 

수도도 구릉지상의 미로에 불과하므로 통풍 채광 위생 소방처리가 불가능, , , 

하고 각 택지면적이 영세한 굴곡형으로 불규칙하며 접근성이 곤란하여 환경

이 저하되어 있고 편익시설이 없이 주택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생활

의 편리도가 매우 낮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지대 불량지구는 전면철거하고 . 

재개발하는 것보다 지구 재수복식을 통하여 주차장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 

용지내의 주택만 정리토록 하고 그 외 주택은 주거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토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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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③ 

중심시가지로 철도 통과와 교통량 증가로 중심시가지내 가로망을 정리하

고 내항축의 도로를 확충 신설하였다 또한 주택의 경우 보급률이 로 , . 60.6%

부족하다고 보고 당시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 

립주택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신시가지에 지속적인 토지구획정, , 

리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지금까지 년대의 군산시 전체적인 계획방향을 살펴보았는데 년1980 , 1990

대 본격적인 원도심일대에 분포한 근대건축물을 보존대상으로 인지하기 전

인 년대의 원도심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출하면 대상지는 년대와 1980 1970

같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과 내항의 임항지구 방화지구 지정에 그, , , 

치고 있었다 도시계획에서의 전면개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전화되었다는 점. 

과 점적 재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선형개발을 유도한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예를 들면 기존시가지 정비 및 도시경관조성지역은 특히 고지대에 집중된 

인구를 신시가지로 점차 이주하도록 하고 재개발을 통한 도시생활환경 정, 

비를 미화하는 점이다 또한 구시가지 정비계획에서 노후건물 건물높이의 . , 

불규칙한 환경의 불량지구를 개선하는데 도시 스카이라인에 맞추어 정비하

는 점은 선형개발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구시가지 개발계획의 배경에는 . 

일제강점기에 국내인이 시가지내 거주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

지대에 집단 거주하게 되었고 전쟁 중에 피난민이 이주 정착하여 불, 6·25

량지구와 도시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밀집된 소규모 획지에 노후건물이 . 

많이 평면적 소규모 정비보다 재개발사업에 의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을 진행하는데 시가지 중심부를 제외한 나머지지역을 전면철거 재개발보다 

재수복력식을 통한 주차장 도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는 상위 주, , . 

차장 도시공원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년대는 여전히 국가공단, . 80

과 하구둑 건설과 같은 개발사업이 도시주요계획에 우위에 있었으며 원도, 

심에 계획은 보존보다 재개발형식을 계획했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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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대 도시계획구역과 원도심4-16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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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년대4 1990

년대는 본격적으로 원도심에 대한 관심과 보존인식이 뚜렷하게 나타1990

났던 시대로서 현재 원도심 보존계획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 시기이다 이. 

러한 년대의 시대적 배경에는 세계화와 지방화 및 지방자치시대 돌입과 90

같은 사회적인 변화와 년 도농통합법에 의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1995

포함한 행정구역의 확대와 년대 말에 발표한 서해안 개발계획과 새만1980

금간척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시기였다 또한 이전의 개발위주의 패. 

러다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구도로 전환되면서 지역의 역사성 맥락성을 , 

중시하는 도시문화와 이것을 이용한 관광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되었

던 시기였다.

년대의 대표적인 계획은 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으로 년1990 1999 2016

을 목표로 설정하여 통합 군산시의 장기적인 도시개발전략과 미래상을 제시

하고 도시와 주변 농촌과의 균형발전 및 서해안지역의 거점으로써 역량을 ,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도시의 기본구상에서 도시개발. 

이 계획의 목표로 여전히 자리하는데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 국제교류, ‘ , 

도시 쾌적한 정주도시 첨단산업 업무정보도시 환경친환경적 도시 관광문, , , , 

화도시 를 표방하였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물리적인 사회기반시설의 건’ . 

설 위주의 개발에서 환경과 역사문화보존이 도시계획에서 도시개발지표로 

설정하여 개발구도안에서 보존이 목표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 

관광과 역사보존이 군산만의 차별적인 목표설정이 아니라 국내 국토 및 지

역계획의 논의가 지속가능한 개발로 다변화하면서 광역권 도시계획에서 문

화와 관광의 휴양자원을 활용한 개발로 유도하면서 지자체도 자연스럽게 받

아들이는 흐름으로 보는 관점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동시에 지방자치제의 . 

출범과 민선시장의 선출 같은 지역사회중심의 구도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

서 국내의 역사보존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년대의 계획원칙은 상위계획인 제 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서남권 종1990 3 , 

합개발계획 제 차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 군산장항권 광역개발권역 지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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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광역개발계획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광역계. 

획과 상세계획제도가 실행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을 . 

개정하여 그 간의 용도지역을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 , , , 

역으로 규정된 것을 반영하였다 년 국가공단을 편입하면서 그리고 . 1992

년에 도농통합으로 도시계획지역이 확장되면서 두 차례에 걸쳐 도시기1999

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4-17] 

년대의 개발계획은 서해안개발계획에서 제안되었던 군산신항과 군장1990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및 해상도시 등의 계획 중에서 해상도

시계획을 제외하고 착수하였다 또한 간척사업계획이 서해안일대를 연결하는 . 

대규모 계획인 새만금종합계획으로 수립되면서 국가차원의 국토건설사업으

로 추진되었다 다음 규모의 군산시 개발계획은 제 토지와 임피지구 토지구. 6

년 군산도시기본계획1992 년 군산도시계획재정비1992

년 군산도시계획재정비1995 년 군산도시기본계획1999

그림 년대 도시계획구역 4-17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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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리사업과69) 공영택지개발사업이 70) 추진되었다 이렇듯 도시계획의 전략 . 

은 개발위주의 계획으로 구성되었고 또한 중국과의 교역개방과 잇따른 개, 

발계획으로 인한 사회적 인구증가를 염두해서 도시공간의 발전축을 동서의 

일자형의 현황에서 해상도시와 장항을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새만금과 고군

산군도를 연결하려는 발전 전략을 세웠다 이러한 광역개발계획은 주변지역. 

으로의 확산과 연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려는 경향을 띄고 있었다 그림.[ 4-1

8]71) 따라서 내부적으로 생활권과 토지이용 교통 정보통신 산업개발 환 , , , , 

69)제 토지 조촌동 경장동 일원 년 임피지구 임피면 호원대 앞 년6 , (1987~93 ), (1998~2002 )
70)나운지구 년 나운 지구 년 조촌지구 년 미룡지구 (1988~1992 ), 3 (1990~1995 ), (1989~1996 ), 

년 수송지구 수송 지구 년(1994~2001 ), , 2 (1994~2001, 2008 )
71)군산시 년 도시기본계획 자료집(1999) 2016「 」

그림 년대 도시공간의 전략 4-18 1990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현재 중기적 장기적 계획 발전방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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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공원녹지 사회개발 도시방재계획과 같은 총체적인 부문별계획을 수립, , , 

하는 전략 속에서 개발과 원도심 보존관리가 구체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의 부분별 내용을 생활권 토지이용계획 시가지개발계획 및 산업, , 

개발계획 중 관광계획 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생활권계획은 년대 초에 , 1990

이미 도심부의 거주자들이 신규개발지로 이주함에 따른 도심공동화현상을 

예상한 것과 같이 기존 도심부에 주상복합 건축물을 유도하여 유동인구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년대 생활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분류하여 중앙대. 1980

생활권 중앙중 남부중 옥구중생활권 동부대생활권 동부중 대야임피중생( , , ), ( , 

활권 산업단지대생활권 서부중 군장중생활권 으로 분류하였다 계속되는 ), ( , ) . 

산업단지의 완공과 주변 농촌지역의 편입으로 생활권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

다. 

년대 토지이용계획은 도농통합과 공단건설 및 새만금간척사업으로 1990

도시계획구역이 팽창하였으며 도심권은 이러한 개발지역의 배후지역으로의 , 

역할과 비응도의 해상도시계획을 염두에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 

이를 포함한 도시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생활권별로 , 

주요기능이 수행 가능하도록 적정용도를 배분하기위해 용도를 정비를 목표

로 하였다 용도별 지역계획에서 주거지역은 앞으로 국가공단 및 사회적 인. 

구증가에 대비해서 배후주거지로써 대규모 주거지역을 조성할 계획을 하였

고 상업 업무지역은 중심상업지 지구중심상업지 업무중심지로 중심성이 , · , , 

강한 지역으로 원도심 대부분은 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공업지역은 외항. 

의 확장과 신항 건설과 기존 시가지에 혼재한 공업시설을 공업단지 쪽으로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녹지지역은 기존공원을 활용하고 중앙공원 지구공, , , 

원 근린공원 어린이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원도심과 내항, , . 

일대에 분포해있던 기존의 소규모 제조공장들이 외항지역의 공단으로 이전

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군산시청의 이전은 년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 90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용도별로 도시공간을 구획하는 것이 도. 

시계획의 관습적인 수단이 되는 상황에서 제인 제이콥스는(Jane Jacobs) 

도시가 분리된 용도가 아니라 여러 용도의 혼합을 통한 다양성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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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하였는데72) 제조업의 예를 들면 소규모의 제조업체가 이끌어  , 

낼 수 있는 도시 다양성을 주목하고 있다 도시의 풍부한 다양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조건으로 용도의 혼합 작은 스케일의 블록 오래된 건물 인구의 , , , 

늪은 집중력 혹은 고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조건들이 서로 작용하여 

도시의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군산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 

원도심에 밀집해있던 제조업 등의 공장들이 공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사람들

이 충분이 모이질 않게 되자 상업과 주거기능 그리고 조계지의 격자형 블록

과 근대식 건물들만이 남게 된 것이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에서 시가지개발계획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눠지는데 구시, 

가지는 정비계획으로 기존시가지인 도심지와 주택개량 재개발을 실행하는 

재개발사업 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취락구조 개선사업 당시 제 지구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일단 신시가, 6 , 

지에도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주택지 공업용지시가지 조성사업의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개발정비를 하였다 신시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건설사. , 

업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을 조성하고자하는 공동주택위주의 개발방식, 

을 추진하였다. 

년대는 원도심에 분포한 근대건축물을 이용하여 관광계획이 본격적1990

인 개발계획으로 추진된 분기점이 되는 시기이다 군산의 관광계획은 . 6,70

년대부터 외항건설로 인한 외부인구 유입에 의한 관광지 개발의 논의되었지

만 원도심을 활용한 계획은 년대에 들어 관광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물90 . 

론 년대가 한국의 개항 년을 맞이하여 역사적 의미가 중요시되는 사90 100

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원도심에 관한 계획은 상위계획으로부터. 

의 관광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추출된 것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인

다 년대 초반의 군산시 관광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상에서의 전북권과 . 90

군산권 계획의 개발전략과 방향에서 관광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더불어 새만

금간척종합계획에서의 간척사업 항만건설 및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국가, 

72) 유강은 옮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Jane Jacobs, (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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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해상도시 월명공원 은파유원지의- - - 루트가 주요 관광계획이었듯이 자 

연 문화 및 산업을 관광자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문화관광에 근대건축, , 

물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림 표.[ 4-19] [ 4-2]

그러나 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상위계획인 제 차 국토종합개발계90 ‘ 3

획 서남권 종합개발계획 제 차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 군산 장’, ‘ ’‘ 2 ’‘ ·

항권 광역개발계획 에서 지역문화의 고양차원에서 역사유적과 해양휴양자’

관광자원 유형 대상

문화재문화재문화재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발산리석등 발산리 층석탑 지방지정문화재 유형문화( : , 5 ), (

재 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 상주사대웅전 탑동 층석탑 불지사대웅, , , : , 3 , 

전 노성당 등, )

자연관광자원자연관광자원자연관광자원자연관광자원
도서 해수욕장 선유도 관광휴양지역 금강호 은파유원지 등 호수 옥구, ( ), ( , ), ( , 

옥녀 미제저수지 등 도로 벗꽃길 공원 월명공원 낚시터 등, ), ( ), ( ), 

문화관광자원문화관광자원문화관광자원문화관광자원
유적지 웅포 나포 최호장군 유적지 등 사찰 은적사 등 군산향교 군산시( , , ), ( ), , 

민의 날 회호장군 추모제, 

산업관광자원산업관광자원산업관광자원산업관광자원 군산지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관광농원 횟집 등, , , 

표 년대 초반 관광자원4-2 1990

그림 년대 군산시 관광권 개발계획도4-19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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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활용한 관광거점을 조성하였다 이에 배후 관광지로써 원도심 관광을 . 

계획함에 있어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원도심의 적극적인 관광개발사업이 부

각되었다 따라서 년대 후반은 원도심의 근대건축물을 관광자원으로 인식. 90

하고 활용하려는 과도기적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원도심의 일본가로 전통 , 

일본식 중국식 건축물을 지칭하여 관광계획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

포함되었다.73) 표 의 구암 운동 민족동산 등에 포함 년 도시기본( 4-3 3·1 ) 99

계획에서 원도심 근대건축물 정비는 단기계획에 포함되어 전통 일본식 중, 

국식 건축물과 먹거리를 활용한다는 내용 그리고 년 도시기본계획 자료, 99 (

집 에서 시내 일본인 거류지에 위치한 일제시대의 거류지 건물과 주거지를 )

정비하여 주거지를 정비하여 특정가로를 가로화하는 내용과 가로환경정비와 

보존건물지정이 언급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도심 지역의 계획이 문화재보존 . 

차원이 아닌 관광계획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년은 군. 1999

산 개항 년을 맞이하여 기념 학술세미나를 기회하는 등 학술적으로 개항100

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비롯하여 군산시에서 근대를 재조명하는 노력에서74) 

근대건축물에 대한 집중과 이들이 분포한 원도심으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

었다.

년대 원도심의 용도지역은 상업 주거 공업지역지정은 이전과 동일하90 , , 

였고 년대 계획에 머물렀던 풍치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가 원도심에 , 70 , , 

실제로 지구지정되었다 기존 도심에 중심기능 집중으로 인한 공동화현상을 . 

73)군산시 년 군산도시기본계획 자료집(1999)‘2016 ( )’
군산시 년 군산도시기본계획(1999)‘2016 ’

74)군산시 군산 개항 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1999)‘ 100 ’

시기구분 대상

단기

년(1999~2001 )
선유도 금강호유원지 은파유원지 벚꽃 구암 운동 민족동산 등, , , , 3·1

중기

년(2002~2006 )
고군산 군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국제해양관광단지 월명공원( , , ) , 

장기

년(2007~2016 )
해상도시 새만금지구 개발 국제 스포츠 센터, , 

표 년 군산 관광계획 장 단기 발전방안4-3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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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여 주상복합 등을 유도하기도 하였으며 새만금사업을 통한 해상도시 , 

건설계획을 세우면서 원도심이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보존 정비가 이루

어지면서 앞서 언급한 일본식가로와 거류지의 건물을 정비하고 내항일대를 , 

선창가 분위기로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 관광차원에서 도시계획원칙에 해당

하는 내용으로 자리하였다 따라서 군산의 경우 첫째 역사적인 맥락에서 개. , 

항장과 조계지였던 근대도시로써 근대문화유산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었다는 

점 둘째 계속 추구해온 공업 산업위주의 개발계획이 외곽지역으로 확산에 , , , 

치중하였던 점 셋째 기능의 이전으로 내항에 분포한 근대산업유산건축물의 , , 

방치와 원도심의 근대건축물의 존치가 군산의 근대역사문화환경을 형성할 

수 있었던 측면으로 본다.

그림 년대 도시계획구역과 원도심4-20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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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년대5 2000~2010

년대는 년대 후반의 군산 원도심의 근대역사를 역사적인 의미를 2000 1990

통하여 본격적으로 원도심 근대역사를 활용한 계획이 수정 변용되어가는 ·

시기이다 년대의 전체적인 사회적 배경은 년대의 세계화와 지방. 2000 1990

화 추세와 더불어 지속가능과 거버넌스 계획 패러다임이 가속화 되었던 시

기이다 년대부터 추진된 서해안 계발계획과 새만금개발이 지역경제와 . 1990

공단 신항 등의 건설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전개는 와중에 지역문화사업의 , 

측면으로 관광산업이 부상하면서 새만금과 관련하여 지역 관광권을 구성하

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도시개발계획이 주요계획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한. 

편으로는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려는 도시차원의 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기

도 하였으며 구시가지일대를 원도심으로 지칭하기 시작하면서 원도심의 보, 

존과 정비가 행정 법제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계획이 , 

실행되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 

년대의 도시의 목표는2000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

그림 년 군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4-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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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당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

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해야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고 명

시하고 있다.75) 지속가능한 구도 안에서 지역의 경제적 개발과 사회적 복지  

및 환경보존이 논의되는 틀로 자리하게 되었다 년대까지 경제적 총량. 1980

에 의거한 양적가치에서 도시의 질적 가치를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 군산시. 

의 발전방향을 복합물류도시 생산교역도시 정보기술도시 관광레저도시, , , , 

친환경생태도시 역사문화도시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생산, . 

교역도시 관광레저도시 정보기술도시 생태도시 역사문화도시 순으로 언급- - - -

되었다.76) 이는 경제적 이익과 도시개발위주의 계획에서 역사문화가치를 중 

시하는 개념이 계획 목표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 

나 년부터 지금까지 국제관광기업도시 를 도시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2000 ‘ ’

사회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관광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년대는 도시계획법제상에서 국토기본법이 제정되고 국토의 계획 및 2000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었으며 년에 , 2000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편되면서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통합한 지구단위계획

이 도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도시재개발법이 도시 및 ,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칭하여 제정되었고 도, , 

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건축 기본법 및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이러. 

한 대대적인 도시계획법제의 변화는 도시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추구하며 환

경적인 도시계획의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에 군산시도 이와 같은 . 

군산시도 관련 법제적 영향을 받는데 도시계획 기준이 되는 상위 계획은 , 

제 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 차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 제 차 전북권 4 , 3 , 4

관광개발계획 군산장항광역권종합개발계획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서 지침, , 

을 삼아 도시 발전방향을 수립함으로써 도시법제와 같은 변화를 겪는다고 

할 수 있겠다 관련 동위계획으로 군산시 장기종합발전계획 군산도시기본계. , 

75)군산시 군산도시기본계획(2008)‘2020 ’
76)동일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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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군산도시관리계획 군산시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 군산시 경관기본계획, , , ,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들이 있다. 

년대에의 도시공간에 대한 전략은 군산시 전체 구역에 대하여 생활2000

권을 구성하는데 이보다 먼저 확장된 도시계획구역을 포괄하여 관광과 물, 

류산업을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고 이에 따라 도시의 발전축과 보

전축 연안생태계 내륙순환보전축 을 설정하여 개발과 동시에 환경보존을 위( , )

하고자 하였다 도시계획의 추진전략은 슬로건으로 내세운 국제해양관광기업. 

도시를 실현하고자 관광 물류 첨단기업을 목표로 다음과 표 와 같은 , , [ 4-4]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77)

세부적인 계획은 생활권계획 토지이용계획 관광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 , 

았는데 생활권계획은 도시계획의 목표에 따라 사회적 인구가 급증할 것으, 

로 보고 크게 대생활권 중생활권 소생활권으로 구분하여 특히 중생활권에, , 

서 도심 서부 동부 새만금의 개의 중 생활권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 , , , 4 . 

원도심은 계속해서 중생활권의 도심에 해당하여 행정 업무 중심상업 교, , , 

육 문화 예술 여가 주거등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또한 월명공원과 구릉, , , , . 

77)군산시 군산도시관리계획 참고(2010)‘2015 ’

추진목표추진목표추진목표추진목표 세부전략방향세부전략방향세부전략방향세부전략방향

세계적 해양관광을 선도하는 

국제해양관광도시

해양관광 구축

연안 및 하천관광 개발

산업관광 발굴

내륙관광 정비

동북아 교역이 살아나는 

동북아물류거점도시

새만금신항의 물류거점 강화

복합운송체계 구축

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경제자유구역 신설, 

지역경제육성을 유도하는 

첨단 기업도시

혁신 클러스터 조성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기업활동 지원

표 도시게획 목표와 추진전략4-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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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거의 정비와 고지대 불량 상업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거용지

로 전환하며 원도심의 근대역사문화를 모토로 역사테마거리로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년 국토이용계획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 2002

라 세분화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원도심일대와 내, 

항지역의 상세한 용도지역변경이 이루어졌다 또한 군산시에는 가지 용도. 12

지구 중에서 미관 고도 시설보호 경관 방화 취락 개발진흥지구 총 가, , , , , , 7

지 지구가 지정되어있다 그러나 원도심에는 일반미관지구 자연경관지구. , , 

방화지구로의 설정이 되어있는 실정이다 원도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 

하여 경관지구의 시가지 미관지구의 역사문화 보존지구의 문화자원의 제도, , 

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림. [ 4-21]78)

년대에 이르러 원도심만을 대상으로 역사문화를 활용한 한 계획이 2000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년 군산 차이나타운 개발계획 이, 2002 ‘ ’

다 이 계획은 서해안고속도로 군산신항 산업단지 새만금사업의 계속되는 . , , , 

대규모 국가적 기반시설건설과 중국과의 교역기지로서 그리고 지방자치시대 

도시 경쟁력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방법의 일환인 특수 목적의 관광지 개‘

발계획 으로써 원도심을 관광지로써 개발하려는 의도로 계획하였다 특히 ’ . 

원도심을 대상지로 차이나타운으로 중점 계획한 것은 군산이 중국과의 무역

하기에 유리한 입지로써 중국관광객을 염두한 도시기반시설 역사문화 역사, , 

성건축물 관광객 도시민 도시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소상인무역의 편, , , , , 

리성 군산의 정체성 투자효용성 군산시 개발의지 화교의 생활터전 등의 , , , , 

지표로써 선정된 대상지였다.79) 따라서 원도심의 문화 관광 역사와 관련 , , 

된 시설의 현황파악을 조사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건물의 노후화로 인, 

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단일 건물들의 보존과 새로운 공간창출을 통해서 문

화관광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내항과 원도심에 분포하였. 

던 공장들이 공업단지로의 이전으로 전반적인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

면서 도심과 수변공간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으며 격자형 가로패, 

78)군산시 내부자료
79)군산시 군산 차이나타운 개발계획 중간보고서(2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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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의 특성을 살려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특히 역사적 건물을  .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방법 속에서 원도심은 그간

그림 년 군산 차이나타운 개발계획4-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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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별다른 도시계획 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이러한 계기나 목적 아래에 개발 

및 보존계획의 실행이 되었음 알 수 있었다 처음 시작은 차이나타운으로의 . 

개발계획이었으나 화교 일제강점기 미군정의 다양한 문화가 누적되어있는 , , 

점을 살려서 계획을 수정해나갔다 그림.[ 4-22] 

차이나타운계획 이후에 년에 군산 근대역사문화경관 가꾸기 기본2005 ‘

계획 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근대역사문화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보’ . 

존 및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 보존지향적인 기본계획으로써 군산 원도심 

보존계획의 근간이 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 내 근대건축물의 보. 

존정비의 방법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80)군산시 군산근대역사문화벨트화사업 마스터플랜수립 보고서 인용(2009)‘ ’

년도년도년도년도 군산 원도심 계획군산 원도심 계획군산 원도심 계획군산 원도심 계획 내용내용내용내용

2002 차이나타운 개발계획
차이나타운 및 국제문화도시건설을 통해 지역활성화 추

진

2005
군산 근대역사문화경관 

가꾸기

근대역사문화경관지구 지정 및 보존활용방안 모색 지, 

구내 근대건축물의 보존활용방안 모색 및 관리지침 마

련과 지구 활성화 도모

2007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조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여 원도심의 활성화와 근

대역사문화 보존 활용방안을 모색·

2009

원도심 근대역사경관을 

활용한 활성화 계획

근대건축물을 산업유산으로 활용계획 개항 년 근대, 110

역사도시의 문화를 테마로 도시 특성화 방향 전략수립

군산 근대역사문화 

벨트화사업 마스터 플랜

군산내항 일원 근대산업유산의 재창조를 통한 근대역사

문화중심 테마단지 조성

구 역세권 종합개발방안 관광자원 및 원도심 철도연계 친환경 도시상업시설계획, 

2010
군산 근대역사경관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역사경관 집중화권역 탐방로 경관로 조성하여 역근대, , 

역사문화환경 정체성 회복 및 내항지역과 원도심과의 

연계로 조성 그림 참고< 00, 00 >80)

2011 내항지구 개발계획
근대역사문화테마공원계획 및 폐선부지를 적극 활용하

여 시민 관광객에게 친수여가공간 제공, 

표 년대 군산 원도심 관련 계획4-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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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표였으며 블록에 면한 근대건축물을 선적 요소로 보고 가로경관의 관, 

리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시기에 원도심에 분포하는 근대건축물 현황을 파. 

악하는 조사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경관법을 바탕으로 시 자체적으로 . 

관련법을 마련하였는데 년에는 군산 원도심 활성화 조례 를 제정하, 2007 ‘ ’

였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여 원도심의 활성화와 근대역사문화 보. 

존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부 지역을 · . 

특화 특정거리를 지정하여 개발 행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존과 ·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근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보존방침을 훼. 

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축 외부수선 공익시설 공공시설에 일정부분 보존, , , 

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조례는 목표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방지 및 상권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어서 훼손되어가는 근대문화유산을 

매입 정비하여 활용하려는 측면에서의 지원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 

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년에는 경관법을 바탕으로 한 군산시 도시경. 2008 ‘

관기본계획 이 수립되었다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내용과 절차적’ . 

인 토대를 마련할 목적으로 경관의 요소와 지구별로 관리방향을 제시하였

다 역사문화분야의 경관계획에서 원도심은 근대역사경관으로 지구형과 선형 . 

역사문화경관유형으로 분류하었다 특히 영화동 월명동은 지구집중형으로. , 

내항부근은 지구 산재형과 선집중형으로 세부유형을 지정하여 전략과 계획

을 수립하였다 이전까지 내항과 원도심일대를 함께 묶어 계획을 추진하기. 

에는 도로로 인한 분리로 공간적으로 유기적인 연계가 어려웠던 점과 비교

해 보았을 때 경관의 성격에 따른 지구의 구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을 수립하였다 경관의 기본 방향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경과요소를 예. 

전보다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존행위의 개입에 따라서 보존의 정도를 나누어 

관리방안을 모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81) 이렇게 역사문화경관요소를 발굴  

81)군산시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 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경관요소의 발굴보존함에 (2008)‘ ’p253
있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원형보존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양질의 보존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역사문화경관요소에 대: 
해서는 그 원형을 보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원형회복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개수활동이나 방치된 상태로 인하여 원형이 훼손된 역사문: 
화경관요소에 대해서는 개수를 통하여 그 원형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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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존 복원 재생 활용하는 자세한 방법마련과 더불어 계획안에서 역사, , , 

경관지구를 지정하여 지구단위의 경관을 형성하는 등의 전략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나아가 유형별 지구별 역사문화경관 형성 및 관리지침까지 제안하, 

였는데 예를 들면 경관의 주제 관리체계 경관지구 토지이용 거점이 되, , , , , 

는 역사시설물의 경관 조망경관 건축물의 형태 의장 경계부의 처리 옥, , , , , 

외광고물 인센티브 등의 구분에 의한 관리지침이 명시되어있다, .82) 그러나  

조망성과 개방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앙각규제의 경우 보호대상과 일반건축

물간의 보호구역의 거리기준과 결절부로부터의 앙각규제시 내항일대는 어떤 

기준에 적용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대상지 사례를 통한 가이드라인과 경관 

계획은 도시계획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지 등을 좀 더 살펴볼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경관법에서 역사문화유산을 보존의 대상으로 . 

포함시킨 것은 기존의 문화재보호법 이외에 역사문화유산이 경관의 일부로

써 그리고 중심이 되어 경관을 이루는 것을 대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년에는 경관계획과 . 2008

더불어 군산시 경관조례 를 제정함으로써 도시계획상의 규제력을 지니게 ‘ ’

되었고 보다 군산시 원도심이 보존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한 계기가 되

었다 이후 년에 군산시 활성화 차원에서 원도심과 내항일대 및 구역전. 2009

의 계획이 각각 수립되었다 내항일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였던 문. 

화창작예술벨트화사업에 선정되어 군산역사문화 벨트화사업 마스터플랜‘ ’

으로 내항 일대의 산업유산으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근대역사문

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이 실질적인 정부지원의 받게 되었다 그리고 계. 

속해서 이어진 원도심은 원도심 근대역사경관을 활용한 활성화 계획 과 ‘ ’

구 역세권 종합개발방안 을 발표하여 계획을 이어나갔다 그림‘ ’ .[ 4-23]

그리고 년에 원도심과 내항일대의 계획을 종합하여 군산 근대역사2010 ‘

원형복원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지역성을 대표하는 멸실 자원은 복원을 통하여 새로운 역: 
사문화경관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개수 지침 설정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탄력성있는 적응과정이 요: 
구되는 역사문화경관요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수지침을 설정하여 당해 자원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경관적 특성을 유지하고 현대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82)군산시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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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계획은 그동안  ’ , 

군산의 근대역사문화 기본요소들을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경관 조성

을 위한 디자인 원칙과 기본 방향 문화벨트와 근대역사경관사업의 연계방, 

안과 단계별 전략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대역사문화유. 

산의 보존 및 복원 활용 회복 프로그램까지 마련하였다 여기서 문화벨트, , , . 

지구의 사업은 내항일대의 구 나가사키 은행 대한통운창고부지 구 미즈( ) 18 , , ( )

상사 구 조선은행 건물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원도, ( ) . 

심의 역사경관지구는 역사거점 집중화지역인 두 블록을 지정하고 문화벨트, 

지구와 집중화지역까지 연계하기 위하여 탐방로와 경관로를 조성하여 가로

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개복동지역에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유, 

휴공간을 통해 도심에 상주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림.[

그리고 복원시점과 보존요소 및 디자인적 방법으로 구분하여 체크리4-24] 

스트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근대건축물의 현황파악과 보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틀을 정립하였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의 두 가지 디자인적 요소들을 . 

가로선상에서 연속적으로 병치시켜 경관적 이미지로 환원될 수 있도록 디자 

그림 군산 원도심 활성화 종합추진계획 내항지구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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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설계원칙을 설정하였다 표.[ 4-6]83) 

이러한 계획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관점에서 원도심 지역의 용도는 주

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보다 섬세하게 지역을 구분하여 설정하였고 내항일대, 

의 공업지역이 계획관리지구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지구지정에서 자연경관과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새로이 지정된 것에 반해 미관지구의 역사문화미관

지구 보존지구의 문화자원보존지구 경관지구의 중심경관지구와 같이 역사문, 

화경관지역을 보존할 수 있는 지구지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인정하고 계획과 지구지정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관광특구지정과 해상도시건설 및 내항일대의 워터

83)군산시 군산 원도심 활성화 종합추진계획 추가 정리(2011)‘ ’

그림 년 군산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 마스터플랜4-24 2009



제 장 군산시 원도심의 보존계획 변천 분석4

- 85 -

프론트의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도시보존을 관광개발의 , 

수단으로 보려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앞서 제인 제이콥스. (Jane Jacobs)

의 도시의 다양성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수잔 페인스타인(Susan 

또한 점진적으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의Fainstein) Justice의 구성요소

로 공평성Equity 다양성, Diversity 민주주의, Democracy를 제안하였다 특히 다양성. 

은 정의 내리가 다소 까다롭지만 사회 물리적 환경을 아우르는 의미로 큰 ·

대상에 대한 인식 또는 타인에 대한 개방의 의미를 제시하였다.84) 이는 앙 

리 르페브르 의 도시권(Henry Lefebvre) the Right to the City과 같이 도시 공간 

내의 모든 도시 이용자를 포함해야하는 다양성을 포함해야 하는 것에 동의

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원도심의 다양성을 위하여 일률적인 관광지로의 , 

조성보다 당시의 용도와 기능으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르페브르는 . 

현대의 도시는 공간의 생산과 재생산을 통해서 생활양식이 변화할 것으로 

84)Susan S. Fainstein (2010) The Just City「 」

표 근대건조물 기본설계 체크리스트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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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특히 역사는 공 생산의 과정이라고 보며 역사가 이행되는 시기에는 . , 

새로운 공간이 생산되며 생산된 공간을 행정관료 도시계획가 건축가 등이 , , , 

공간을 재현하면 재현된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인 시민들이 공간적 이용, 

을 통해 도시가 나아간다고 보았다.85) 군산시의 경우 지난 년간 도시공간 50

이 확장되어가는 추세는 속에서 원도심의 보존계획은 처음 관광차 원에서 비

롯되었고 지속적으로 관광상품으로써 재생산 되어간다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관광위주로의 계획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한 실질적인 계

획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며 재현된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계획하, 

는 것이 행정가와 계획가의 임무라고 본다 그간 건설개발계획 위주의 도시. 

계획에서 원도심을 활용한 역사문화환경계획이 관광개발계획으로 목표에 설

정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자리할 수 있었던 점은 근본적으로 근. 

대건축물의 개별 보존자원에서 원도심 일대까지 공공재로써 사회적 인식이 

85)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Henri Lefebvre. (2011) 「 」

그림 년대 원도심일대 공원 및 주거환경정비계획4-25 20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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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원도심 주변에 휴먼타운과 마. 

을만들기 등과 같이 점진적 물리적 환경개선을 하려는 현지개량방식의 노·

력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그림.[ 4-25]

 

그림 년대 도시계획구역과 원도심4-26 20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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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군산시 원도심 보존계획의 개념 5

및 전략 특성 도출

제 절 군산시 원도심 보존의 구도1

제 절 원도심 보존계획의 개념 및 전략 특성2

장에서 군산시의 시기별 도시계획 속에서 원도심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4

점으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먼저 .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큰 틀 속에서 군산시가 원도심

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해본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 속에서 군산시가 역사문화환경보존을 어떻. 

게 인식하고 개념화해왔는지 그리고 보존을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전략으, 

로 실행하여 왔는지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역사문화환경은 보존에 대한 가. 

치기준 보존방식 보존대상 등으로 공통적으로 시대와 사회적 특성에 따라 , , 

지속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도시보존의 개념이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86) 

따라서 원도심 보존의 개념을 시대별 중요시 했던 가치와 대상 및 원도심을 

지칭하는 용어 변화를 통해서 특징 밝히고자 한다 또한 원도심에서 펼쳐졌. 

던 계획과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행해져 왔는지 그리고 , 

실행기구인 군산시 행정담당부서의 생성과 진화과정을 파악한 것을 근거로 

하여 군산시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는 전략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86) 최병하 옮김 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역사Jukka Jokilehto. (2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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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군산시 원도심 보존의 구도1

현재 원도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은 군산시의 주요추진사업이 되었다 이. 

렇게 자리매김하기까지의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도시적 차원에서 대상, 

지에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는 국가차원의 상위계획과 광역 

및 지역차원의 계획에 부응하는 시자체의 도시계획이 수립된다 즉 국가계. , 

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방향을 설정하여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다시 지역 도

시계획이 모아져 국가차원의 전체 계획이 진행된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 

도시발전계획 속에서 군산시의 도시계획이 움직여 왔다고 할 수 있기에 군

산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우리나라와 지역계획의 패

러다임변천의 관점을 통해서 외연을 넓혀 보고자한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 , 

서 계획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도시계획법제상에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게 

된 흐름과 둘째 군산시 원도심 보존이 그간의 주요개발사업 속에서 어떻게 , 

맞물려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해본다. 

계획의 패러다임변화는 이미 범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이 더해지면서 계획방향이 변화하

였다 근대시기의 식민지적 계획에서 년대는 해방과 전쟁을 겪으며 국. 1950

토전역에 걸친 전후복구시기였다 년대는 경제적 발전을 추구한 도시발. 1960

전을 지향하며 공업과 산업분야에 역점을 둔 결과 지리적 공간에서는 국토

개발로 이어졌으며 년대에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1970 , , , 

주택건설촉진법 등과 같은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

가가 도시지역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시기였다 이어 년대는 급. 1980

속한 경제발전과 성장거점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파괴와 도시간 

불균형 등이 야기되었고 물론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의 파괴도 수반되

었다 그러나 년대에 후반에 이르러 도시발전이 경제적 총량적 가치를 . 1990

우선시하는 개발위주의 계획패러다임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가, , 

치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진입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계획이 . 

추구하는 발전의 가치에 있어 삶의 질 향상 복지 문화 등이 주요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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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표가 되면서 동시에 모더니즘적 계획보다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계획

들이 주목받는 과정에서 역사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역사문화. 

흐름은 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년대에는 재생2000 2000
Regeneration과 활용Reuse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 

갑작스런 재생개념의 등장은 도시개발 위주의 계획을 보존을 지향하는 계획

으로 전환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87) 보는 견해에 동의하며 역사문화환경이  

경제적 개발가치에 편승하여 관광산업의 자원으로 또다시 개발의 수단으로

써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도시의 개발과 보존은 서로 상충하기도 하. 

고 개발이 보존을 이끌기도 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년대에는 문화. 2000

재보호법의 등록문화재도와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서 경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의 신설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대해 제도적 뒷, 

받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러한 계획이 아직까지 시범적인 차. 

원에서 시행되어 일상공간으로까지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는 상

황이다. 

두 번째로 군산시는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흐름 속에서 역사문화환경을 

전개해나갔다고 할 수 있다 군산시는 년대까지 해방과 전후복구를 . 1950~60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농업의 발전과 일제강점기에 , 

건설하였던 항구 철도 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공업과 산, , 

업분야로 도시가 성장하였고 년대 후반에는 내항기능의 포화로 외항건설, 60

을 계획한 시기였다 그러나 년대에 성장거점위주의 국가계획에서 서해. 1970

안은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둔화되어가는 전반적인 분위기에 군산은 공업

과 산업분야로 발전하였으며 도시차원에서 외항 건설과 토지구획정리와 주, 

택보급을 위한 아파트 건설개발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도시의 외항과 도심. 

의 공간구조의 설정과 같은 평면상의 확장을 염두한 시기였다 년대에  . 1980

서해안 광역계획이 수립되면서 금강하구둑 국가공단건설과 같은 개발이 도, 

시발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때부터 지역의 관광과 개발을 연계한 도시계

87) 강동진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사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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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윽고 년대에 세계화 지방화의 흐름에서 지. 1990 , 

방자치제도의 실행과 민선시장의 선출 및 도농동합의 정치경제사회분야의 

다변화로 지역중심 구도가 더욱 확고해졌다 동시에 주변 농지의 확장과 새. 

만금사업 신항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더해지면서 적극개발을 통한 , , 

도시발전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확립과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으로 . 

가는 길목에서 서울의 조선총독부철거와 같이 군산에서도 새로운 통합시청

사 건립을 위해 일제강점의 상징이었던 시청건물을 철거하는 감행하기도 하

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후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내재되어있는 역사문. 

화자원의 가치가 부상하면서 원도심에 흩어져있는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관

광계획을 추진하는 구도로 진행되어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곽지역의 개. 

발에 치중하여 년대부터 지금까지 원도심에 대한 계획은 무계획에서 근대60

건축물을 활용한 사업계획이 등장한 시기였다 그리고 년대부터 현재까. 2000

지의 양상은 년대부터 이어진 새만금사업을 통해서 산업과 관광개발을 유90

도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인구증감을 예상하여 지속적인 토지구획정리, 

와 공동주택건설을 개발하였다 여기에 등록문화재 경관법과 시 자체적으로 . ,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의 제정으로 그 동안 개별적으로 관리되어온 근대건

축물들이 제도적인 지원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보존정비 되었다 개별적인 . 

단일 건축물이 들이 모여 선 면적 공간으로의 대상 확장에서 주변구릉지 ·

일대를 아우르는 경관까지 역사문화환경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 

이전 시기부터 이어진 개발위주의 건설계획 우세 속에서 공공이 주도한 근

대역사문화환경은 관광을 목적으로 한 개발로 수렵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 

근본적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완전성과 진정성의 가치를 통해서 군산시에게 

역사문화환경이 어떠한 의미를 갖으며 역사적자원의 개발위주의 계획보다 , 

보다 보존을 지향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앞서 장에서 시기별 도시계획을 목표 원칙 전략 지침의 틀로 분석하였4 - - -

을 때 원도심에 해당하는 계획내용이 세부적인 지침정도에서 언급되다가 90

년대에 접어들면서 원도심 보존계획이 도시계획의 목표로 자리하기에 이르

렀다 즉 군산시 원도심 역사문화환경은 개별적인 세부계획의 수준에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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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개발위주의 정책에 편승하는 군산시의 건설사업과 관광개발의 자원으

로 모색되었다 그리고 현재 군산시의 계획목표에 자리하게 될 만큼 중요한 . 

자원으로 부각되었으며 계획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역사문화환경의 이용한 

관광개발의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1]

분석년도

분석단위

년대1960 년대1970 년대1980 년대1990 년대-2010

군산

개발

원도심

보존

군산

개발

원도심

보존

군산

개발

원도심

보존

군산

개발

원도심

보존

군산

개발

원도심

보존

군산

도시

계획

목표 V V V V VVVV V VVVV

원칙 V V V V VVVV V VVVV

전략 V V VVVV V VVVV V VVVV V VVVV

지침 V VVVV V VVVV V VVVV V VVVV V VVVV

표 계획안 내용분석 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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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원도심 보존계획의 개념 및 전략 특성2

원도심 보존계획의 개념1. 

군산시 역사문화환경보존의 가치1)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은 도시계획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패 

러다임 안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먼. 

저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산업혁명과 제 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2

후의 발전과 성장이 성공하였고 이는 기억과 전통 및 역사를 중요시하는 , 

방향으로 서구의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계획상에서 근대모더니즘이 

누락되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가능함이 대두되었다 이. 

런 맥락에서 은Scott Campbell(1996) 88) 그림 사회정의 대한 관심이  [ 5-1] 

높아지고 경제성장으로 자본주의 가치들이 대두괴고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 

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변화된 욕구들이 대립되게 되었다 그러나 지속가. 

능한 측면에서 보존은 이들이 서로 대립과 상충을 통해 중첩된 쟁점을 함께 

포함하여 이끌고 가야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즉 보존과 개발이 이분법적. , 

으로 양립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차원에서 중첩되어가는 전개양상을 보

이며 역사문화환경이 이들의 가치 속에서 균형 있는 보존을 위해 가치 대, , 

그림 5-1 Scott Campbell's Triangl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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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방법 주체 등을 다각도에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대시기의 , , . 

유산은 물리적 특성과 보존을 위한 이론적 정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전가치를 논하기보다 외형적 측면에서 보존의 방법이 결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89) 그렇기에 본 소절에서 도시보존가치를 논하는데 보존을 위한 평 

가기준이라기보다 현재 군산의 역사문화환경 대상지가 시대별로 어떤 관점

으로 도시보존을 인식하였는지 당시의 가치를 파악해 보았다. 

년대 군산시의 보존에 대한 입장은 지나친 개발로부터 농지와 산지1960

의 잠식을 경제한 녹지보존과 같은 자연보호였다 특히 월명산의 녹지보존. 

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도시발전의 목적과 동시에 경제성장의 가치가 환경보

호와 중첩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진 뚜렷하게 맞물려있지 않은 시기였다 또, . 

한 건축물을 자재별로 목조 시멘트블록조 철근콘크리트 및 기타로 분류하, , 

였는데 대상지에 분포했던 주택을 재래식 목조건축물로 지칭한 것과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필지가 세분화 되면서 목조건물들이 밀집하게 된 결과 화

재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당시 일식건축물에 대한 보존의 . 

개념보다는 피해에 대한 우려와 시멘트 콘크리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된 건축물들이 산재해 있지만 여전히 상업과 주거지역으로 일상인 생활 활

동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며 도시계획내용상에서도 지, 

침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언급되는 정도였다.

년대에 들어서 경제개발 개년계획과 새마을운동과 같이 총량적인 경1970 5

제적 가치가 국가의 화두였고 지역차원에서 군산시도 대부분의 도시계획의 

내용이 경제적 성장과 발전에 초점에 맞춰져있었다 시 자체적으로 문화재. 

보호와 같은 역사적 가치가 등장하게 되지만 역시 관광의 입장에서 경제적 

차원에서의 이용 활용측면을 부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상지· . 

인 중심시가지는 여전히 건축 재료의 성격과 건물이 밀집된 공간구조상으로 

화재위험지역으로 인지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원도심 일대가 일상 . 

88) Scott Cambel (2007). 'Green Cities, Growing Cities, Just Citi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89) 김성조 근대건축 문화유산의 보전가치 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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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임과 동시에 군산시 주요 관공서가 개 중 개 나 차지한 것74.2%(31 23 )

과 같이 대상지의 집약적인 이용으로 도시의 형평성을 위해 기능을 이전하

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도시계획내용의 지침사항에 언급되었지만 년 . 1960

관광에서 나아가 역사적 건축물이 보존으로 인식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년대는 굵직한 건설개발이 주 목표였으며 보존에 대한 입장은 1980 1970

년대와 비슷하였다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한 관광 관광과 동시에 개발억제. , 

를 위한 자연보존의 입장이었다 대상지 중에서 조계지로 형성되었던 블록. 

공간이외에 상대적으로 내국인은 고지대에 거주하게 된 공간이 이후 6·25

전쟁에서 피난민의 이주로 형성하게 된 지역을 불량지구로 인식하였고 도시

문제를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도시미화차원에서 재개발 방식을 계획했. 

으며 외항의 건설로 생긴 공업단지와 금강하구둑과 같은 사회기반시설로 내

항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도시계획에서는 세부지침과 전략적인 차원에서 . 

대상지를 계획내용에 포함시켰다.

년대에 이르러 국토계획차원의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1990

시기였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관광을 문화적인 자원을 대상으로 방향을 설. 

정하면서 동시에 보존에 대한 대상이 원도심에 분포해있는 전통일본식 중, 

국식 건축물로 확장되면서 역사자원에 대한 보존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 

온전한 보존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광을 위한 보존의 입장에서 일본

가로와 거류지 건물과 주거지 내항일대를 보존 정비하여 관광개발을 하려, 

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또한 시가지의 균형적 발전을 명목으로 군산시청. 

이 현 위치로 이전하면서 구시청의 건물을 철거를 감행하고 상업적인 건물

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는 아직까지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보존여부. 

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보존의 . 

가치였던 녹지공간이 도시경관차원으로 확대되면서 환경보존이 도시전반계

획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는 전라북도개발계획에서 관광계획을 제시한 것이 . 

군산시의 원칙에 적용됨과 동시에 년에 군산이 개항한지 년이 갖는 1999 100

의미가 역사적인 보존으로 발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관광개발. 

을 위한 도구로써 역사보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획내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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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도시계획에서 다루고 있었다. 

년대는 도시계획의 초기목표에 관광도시 역사문화도시로의 2000~2010 , 

미래상 등을 표방하면서 년대는 두드러지게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도시2010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새만금과 항만을 통한 도시. 

발전계획을 우선으로 하고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관광활성화와 역사환경을 

보존하려고 하였다 년대 초반에 경제적 환경가치를 우선시 하였다면 . 2000 , 

중반에는 원도심에 집중한 기능들을 도시 관리를 위해 주변으로 확장하여 

균등함을 추구하는 가치들이 발현되면서 년 중반에 도심이 급속히 쇠2000

퇴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 현재 원도심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은 경제적인 가. 

치인 개발관광과 원도심 보존이 중첩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군산시 역사문화환경보존의 대상2) 

는 보존의 대상을 규모와James Fitch(1990) Scale 유형 Type 같이 단일 조형 

물에서 건축물 지역 지구로 제시하였다, , .90)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유산을  

보존하려는 논의를 보존원칙을 통해 살펴보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주변 

환경의 위협요소와 보존 가치 및 방식에 따라 대상이 건축물 건축물 주변' +→

지역 마을 도시 장소 지역 으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 ' .→ → 91) 그렇다면 현 

재 군산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상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시대별로 살

펴보았다. 

년대는 자연환경보호로 월명산의 녹지가 보존의 대상이었고 년1960 , 1970

대에는 역사적인 사찰과 오래된 고가 및 매장문화재와 유 무형문화유산 같·

은 기념비적인 단일건조물이 보존의 대상이 된다 특히 내항에서 개최하는 . 

개항축제가 무형요소로 관광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년대는 월명산과  . 1980

문화재 및 내항이 보존정비대상이 되고 원도심 일대는 아직 일상적 공간으, 

로 보았던 반면에 고지대의 구릉지주거지를 재개발의 대상으로 보았다. 

90)James Marston Fitch (1982) Historic Preservation p41「 」 
91)문화재청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국제원칙 경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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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 이르러 전통일본식 중국식건축물이 보존의 범주 안에 들어오1990 ·

게 되었다 그리고 년대에 등록문화재제도와 경관법 제정을 계기로 제. 2000

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되었던 건축물을 등록

문화재로 보존하게 되었고 시 차원에서 보존관리하기 위해 일부 건물을 매, 

입하기도 하였다.92) 등록문화재를 기점으로 하여 내항 쪽의 역사문화벨트지 

구 원도심 일대를 역사경관조성지구로 지정하여 선 면적 차원으로 보존계, ·

획을 수립하였다.93) 또한 현재는 년대에 불량지구로 보았던 고지대 일대 80

92)원도심 일대의 등록문화재는 동국사 신흥동 일본식가옥 히로쓰가옥 해망굴 구조선은행 군산지점, ( ), , , 
구 일본 제 은행 군산지점이다 군산세관은 도지정문화재이다18 . . 

93)역사문화벨트지구 역사경관지구는 군산시 사업에서 지칭한 지구이며 도시계획의 지구단위의 설정은 , , 

그림 년대 년대 년대 년대의 보존 대상의 변화5-2 1960-70 , 1980 , 1990 , 2000-2010

왼쪽 위부터 순서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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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릉지주거를 역사성을 지니는 주택이라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노후화와 

관리소홀로 일부는 여전히 불량경관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고지대의 재개. 

발 형식으로 들어선 공동주택을 조망과 전체적인 경관흐름을 단절하는 요소

로 보아,94) 보존대상에 대한 인식과 범위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 

군산시 원도심의 지칭용어3) 

현재 대상지를 지칭하는 용어가 구도심과 원도심으로 혼용되어 불리고 있

는 상황이다 원도심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원. 

도심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 왔는지 개념을 알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대상지 일대를 년대는 기존시가지 기성시가지 중심상가 로 사용하1960 ' , , '

였고 년대는 중심시가지 도심부 에서 구시가지 라고 지칭하였다 시, 1970 ' , ' ' ' . 

대적으로 구 라는 시대가 보다 앞선 시기인 일제강점기 시대를 뜻하며 당' ' , 

시 사회상을 담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다 년대는 기존시가지. 1980 ' , 

도심 시가지중심부 구시가지 를 혼용해서 쓰고 있으며 년대는 (CBD), , ' , 1990

기존도심 구시가지 로 확연 구분 정리되어 사용하였다 이것은 군산시청이 ' , ' . 

현재위치로 이전하면서 중심적인 기능의 분산되었고 또한 당시 시청건물이 

철거되고 들어선 상업건물이 비활성화로 상권쇠퇴를 초래하면서 구시가지 

용어가 확고해졌다 그리고 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도심 구시가지 구. 2000 ' , , 

도심 으로 쓰다가 년에 원도심 이란 단어가 도입되었다 원도심이란 단' 2007 ' ' . 

어는 년의 근대역사 문화경관 가꾸기 기본계획에서 처음 쓰인 것으로 2005

보인다 년에 원도심의 활성화와 역사문화의 보존 활용방안을 모색하. 2007 ·

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원도심에 대

해서 원도심 이라 함은 영화동 월명동 선양동 중앙동 해신동 등 근대원도심 이라 함은 영화동 월명동 선양동 중앙동 해신동 등 근대원도심 이라 함은 영화동 월명동 선양동 중앙동 해신동 등 근대원도심 이라 함은 영화동 월명동 선양동 중앙동 해신동 등 근대" ” , , , , " ” , , , , " ” , , , , " ” , , , , 

역사 문화경관 가꾸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된 지역역사 문화경관 가꾸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된 지역역사 문화경관 가꾸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된 지역역사 문화경관 가꾸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된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

다 원도심이란 용어에 도시보존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 

아니다. 
94)군산시 군산경관기본계획(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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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보존계획의 전략 특성2. 

원도심 보존의 전략1) 

앞 절에서 시대별 원도심에 대한 가치와 대상 및 지칭용어를 통해서 도시

보존의 개념을 살펴보았다면 본 소절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존을 위한 전략, 

적인 실행방법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시대별 원도심의 . 

보존 대상에 대한 전략을 통해서 도시계획제도가 물리적으로 도시에 어떻게 

구현되어 왔었는지를 통해 앞으로 전략 수립 시 방향설정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먼저 앞 절에서 밝혔듯이 년대 보존대상으로 보았던 관광자원으로 1960

써의 월명산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도시계획에서 보존방안은 토지이용

계획을 통한 녹지지역 풍치지구로의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당시에 상대적으, . 

로 원도심 일대를 보존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상업지역 주거지역과 , 

내항부근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공간에 기능을 부여하였다. 

년대 보존대상으로 보았던 자연환경과 더불어 사찰 오래된 고가 매1970 , , 

장문화재 유 무형 문화유산과 같이 역사적인 문화재가 물리적인 대상이었, ·

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월명공원의 녹지지역와 풍치지구는 고정이 . 

되어있고 원도심일대에 추가적인 용도지역이 설정되었다 내항지역에는 공, . 

업지역에 항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임항지구로 설정하였으며 원도심지, 

역은 기존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외에 재래식 목조건축물의 밀집으로 화

재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방화지구를 추가지정 하였다 이것은 현재 원도심. 

이 년대에는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건물이라기보다 도심의 노후한 건1970

물로써 화재위험의 원인으로 보았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외항건설이 완성되고 내외국인 출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도시경관

과 건축물의 외관을 정비할 필요를 느끼고 미관지구를 설정을 계획하였고 

특히 도심부는 중앙도로미관지구로 설정하였다 또한 원도심 일대에 . 74.2%

의 관공서가 위치하여 도시기능의 집약적인 고도화로 용적률을 향상함과 동

시에 방재와 미관지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의 고도지구를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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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공간의 지역 간 연결을 위한 지금의 내항사거리와 대학로가 1970

년대에 확장 정비되었다 이로 인해 도로축을 중심으로 기존의 도시블록의 . 

분절현상이 나타나면서 현재의 역사문화환경 대상구역이 명확히 드러난 계

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 

그림 년대 용도지역계획 왼쪽 가로망계획도 오른쪽5-3 1970 ( ), ( )

년대는 외항이 건설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내항의 이용정도가 줄어들1980

었지만 여전히 일정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항의 기능. 

변화에 따른 시설을 재정비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원도심의 전략에서 더해. 

진 부분은 고지대 주거지에 대한 계획을 실시한 것이다 대상지의 정비 및 .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특히 고지대에 집중된 인구를 신시가지로 점

차 이주토록하고 재개발을 통한 도시생활환경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대상지. 

에서 시가지중심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구시가지 개발계획과 정

비계획이 수립되었다 구시가지 개발계획은 특히 구릉지일대의 소규모획지에 . 

노후한 건물이 많았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보다 재개발사업에 의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전면철거나 재개발보다 재수복력식과 같은  . 

방법으로 주차장 도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정비계획은 구시가지의 , , . 

불량지구의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스카이라인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년대는 도시차원에서 도시계획이 도시경관측면에서 함께 맞물린 전1990

략을 구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역사와 경관적인 자원이 보존의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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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어오면서 전통일본식 중국식 건축물에 대한 보존개념이 생긴 시기이, 

다 특히 군산세관건물은 당시 등록문화재제도가 수립되기 이전이기에 도지. 

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었다 하지만 당시에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엄. 

격한 보존이 아니라 역사경관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계획안에 보존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가로와 거류지의 건물과 주거지를 정비하고 내항일대. 

의 선창가 분위기를 보존정비하여 예술가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구계

획을 수립한것이 군산시의 주요 관광개발사업의 내용었다 그러나 동시에 . 

도시경관조성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그 내용안에 시가화 구역에 경관을 조성

한다라는 내용만이 있지 역사적인 경관을 조성하는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포함되있지 않았었다.

년대 이르러 원도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을 위해 도시계획과 2000~2010

보존계획이 맞물린 전략이 진행되었다 도시보존대상이 원도심 일대의 등록. 

문화재와 이를 포함한 원도심 일대 및 고지대의 구릉지주거까지 범위가 확

대되면서 도시계획의 기존의 토지이용계획 위에 도시보존을 위한 많은 계획

안들이 수립되었다 먼저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근대건축물들이 년 등록. 2001

문화재제도를 통해 관리를 지원받아 보존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기폭

제였다고 본다.95) 

95) 문화재청 홈페이지 검색 최종확인 . http://www.cha.go.kr 2012.05.11 

그림 년대 용도지역계획 왼쪽 구시가지 재개발대상지역도 오른쪽5-4 198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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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등 록 소유자 소유단체( ) 관리자 관리단체( )

1 군산 동국사 대웅전군산 동국사 대웅전군산 동국사 대웅전군산 동국사 대웅전
등록문화재 제 호등록문화재 제 호등록문화재 제 호등록문화재 제 호64646464

등록등록등록등록2003.07.15 2003.07.15 2003.07.15 2003.07.15 
대한불교조계종 동국사대한불교조계종 동국사대한불교조계종 동국사대한불교조계종 동국사 대한불료조계종 동국사대한불료조계종 동국사대한불료조계종 동국사대한불료조계종 동국사

2 군산 개정면 구 일본인농장 창고
등록문화재 제 호 182

2005.06.18
전라북도교육청 -

3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등록문화재 제 호등록문화재 제 호등록문화재 제 호등록문화재 제 호183183183183

2005.06.182005.06.182005.06.182005.06.18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군산시군산시군산시군산시

4 군산 해망굴군산 해망굴군산 해망굴군산 해망굴
등록문화재 제 호등록문화재 제 호등록문화재 제 호등록문화재 제 호184184184184

2005.06.182005.06.182005.06.182005.06.18
군산시군산시군산시군산시 군산시군산시군산시군산시

5 군산 구 제 수원지 제방1
등록문화재 제 호207

2005.11.11 
군산시 군산시

6 군산 임피역사
등록문화재 제 호208

2005.11.11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7 구 일본 제 은행 군산지점구 일본 제 은행 군산지점구 일본 제 은행 군산지점구 일본 제 은행 군산지점18181818
등록문화재 제 호등록문화재 제 호등록문화재 제 호등록문화재 제 호372372372372

2008.02.282008.02.282008.02.282008.02.28
문화재청문화재청문화재청문화재청 문화재청문화재청문화재청문화재청

8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구 조선은행 군산지점구 조선은행 군산지점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등록문화재 제 호등록문화재 제 호등록문화재 제 호등록문화재 제 호374374374374

2008.07.032008.07.032008.07.032008.07.03
군산시군산시군산시군산시 군산시군산시군산시군산시

9 군산 어청도 등대
등록문화재 제 호378

2008.07.14 
국토해양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

※ 구 군산세관 본관
전라북도기념물 제 호87

1994.08.10
군산세관 군산세관

표 현재 군산시 등록록문화재 현황5-2 

원도심 내에 위치하는 등록문화재 중에서 군산세관은 등록문화재제도 이

전에 이미 전라북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그 전에는 군산세관소유의 부

속건물로 군산세관에서 관리되었다 그리고 동국사는 등록문화재 이전과 후 . 

모두 대한불교조계종소유로 관리되고 있으며 해망굴은 군산시에서 모두 소

유관리하고 있다 특히 신흥동 일본식가옥인 일명 히로쓰 가옥은 개인소유. 

로 등록문화재 등록이후에 소유자는 개인이지만 군산시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구 조선은행과 구 일본 제 은행 군산지점은 개인소유였으나 등록. 18

문화재 등록이후 군산시에서 매입하여 복원보수작업을 통해 활용할 계획에 

있다 표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유 관리되던 근대건축물들이 모여 역사.[ 5-2] 

문화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더불어 경관법의 제정으로 년 군산경관기. 2008

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전반에 걸친 경관계획과 함께 근대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었다 또한 군산시 자체적으로 년 군산시 . 2007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와 년 군산시 경관조례가 법제적으로 전략을 뒷2008

받침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제안된 많은 계획안들이 수렴되어 내항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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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벨트화계획과 원도심의 역사경관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실질적인 자

원조달을 받으며 실제로 원도심의 두 개 블록을 선택하여 시험적으로 계획, 

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군산시의 역사문화환경보존 전략인 근. 

대역사경관조성계획은 기존의 관광개발을 염두에 둔 초기계획에서 추출된  

점이 주목해야할 사항이다 또한 도시계획법상의 미관 보존 경관지구의 세. , , 

부지구지정을 적극 활용하지 않았지만 계획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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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대 보존 전략방법의 변화5-5 1960, 1970, 1980, 1990, 2000-2010

왼쪽 위부터 순서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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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보존의 담당 행정기구 변화2) 

그렇다면 원도심 보존을 실행한 주체로서 군산시의 담당행정기구가 어떤 

양상으로 변천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현존하는 군산시의 년의 건설과. 1962

의 관리계를 시작으로 현재 원도심의 역사문화환경과 관련된 년 2012 2012

근대문화시설 도시계획 도심활성화 등의 부서가 생성된 과정을 통계연보를 , , 

통해 살펴보았다 그간 군산시의 주요 사업이었던 도시개발사업과 비교하여 . 

도시보존이 어떤 입장에서 행정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문화· . , 

관광 건축 도시의 담당과의 변화를 중심으로 보았지만 당시 담당부서의 정, , 

확한 행정내용을 파악은 년대 이후의 내용만을 가늠할 수 있었다2000 .96) 

년대는 행정부서는 과 와 계 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년1960 ( ) ( ) . 1962課 係

에 문화 분야는 교육과에 문화계 건설과에 관리 토목 도선계가 한데 행, · ·

정업무를 맡았었다가 년도에 내항업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도선계63

는 사업소로 따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년에 건설과에 최초로 도시계획. 1964

계가 신설되었다가 년에 다시 폐쇄되었다 년에 건설과에 주택계1967 . 1970 , 

토지 구획정리계가 신설되었다 년대의 도시행정에서는 건설과에 관리( ) . 1960

계에 있던 도시계획계가 생성되었던 점이 주목할 점이다. 

년에 문화분야는 문화공보실이 신설되고 건설과에서 도시과가 도1971 , 

시 주택 구획정리계가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년에 새마을과가 단독신· · . 1973

설 년에 문화공보실에 문화라는 말이 없어지고 공보실로 개칭됨과 동, 1978

시에 과 들 묶여 국 이 생성되어 건설과와 도시과는 건설국으로 새마( ) ( ) , 課 局

을과는 총무국에서 담당하였다 년에 도시과의 주택계에서 주택과로 신. 1979

설되었고 년에 문화공보실로 다시 개칭하였다 년대는 국의 개편, 1980 . 1970

으로 건설국에서 도시과 도시 구혹정리계 주택과 주택 건축계 건설과( · ), ( · ), 

관리 토목 하수도 운수계 로 분화 되었다는 것이다 각 과와 계에서 어( · · · ) . 

떤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정확한 내역은 알 수 없지만 새마을운동과 같은 국

토차원의 개발 사업은 행정의 전면에서 시행되었다 아직까지 문화 관광. , , 

96) 년 행정정보공개제도로 년대 도시행정정보는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이전의 부서별 추진했 1998 2000 , 
던 주요업무 내역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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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년에 문화공보실에 문화계 년에 새마을과에 국토미화계가 부설1984 , 1985

되었으며 년에 도시과의 도시계가 도시행정계와 도시계획계로 분화생, 1987

성 하였다 년대는 문화 분야의 행정부서가 자리를 하게 되었고 도시. 1980 , 

과의 도시행정 도시계획 구획정리 공단조성계로 도시분야가 세분화되었· · ·

다. 

년대에는 대대적으로 행정변화가 있었는데 년 도농통합법으로 1990 , 1995

행정구역이 비대해지면서 기획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지역경, , , , 

제국 건설도시국으로 국의 개편이 되었다 건설국은 건설도시국으로 개칭하, . 

였고 특히 문화공보실에 관광계가 개설되었다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도 도. 

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분화되었다가 년도에 다시 도시계획과로 통합1996

하였다 년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국 경제산업국 복. 1998 , , 

지환경국 건설교통국으로 국의 변화 , 다시 한 번 있었다 특히 복지환경국의  . 

문화관광과가 개설 도시과에 도시정비계 건설과에 항만계 신설되었다, , . 

년 문화관광과에 관광개발계 년 도시관리계가 신설되었다2002 , 2004 . 

년에 복지환경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칭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2007

문화체육과와 관광진흥과로 분화하였고 도시계획과에 새만금지원계와 원도, 

심계가 동시에 신설되었다 그러나 년에 항만경제국으로 새만금지원계. 2008

가 들어가고 도시계획과에 도시디자인계와 원도심계가 생성됨 주택계의 주, , 

거환경개선계 신설되었다 년에 새만금담당관으로 위계를 달리하여 배. 2010

치되고 문화체육과에 근대문화시설계와 박물관관리계가 신설되고 도시계획, , 

과에 도심계가 도심활성화계로 개칭하였다.

년대에 이르러 도시계획과 경관계획 및 보존계획이 맞물린 도시보존2000

이 실질적으로 도시행정에서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마을 새만. , 

금과 같이 국토차원의 국책사업은 담당행정이 위계를 달리하여 특화운영 되

었다면 도시보존은 행성과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세분화해 갔다, 

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동안 국책개발사업에 비교하여 도시보존은 큰 . 

비중과 높은 위계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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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독적인 보존보다 비중이 높은 . 

개발 사업에 부수적인 차원으로 도시보존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도, 

시보존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밝힌바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조성이 관광

개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부합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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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개념 및 전략

년대1960 년대1970 년대1980 년대1990 년대2000~2010
군산시 원도심 군산시 원도심 군산시 원도심 군산시 원도심 군산시 원도심

보존보존보존보존
개념개념개념개념

보존가치보존가치보존가치보존가치
자연보호
관광개발( )

-
자연보호
관광개발

역사유물보존
-

자연보호
관광개발

역사유물보존 
기반시설정비

-

자연보호
관광개발

역사유물보존 
기반시설정비

관광개발
역사보존

기반시설정비

자연보호
관광개발

역사유물보존
기반시설정비

보존대상보존대상보존대상보존대상
자연환경
월명산( ) 

노후 목조주택( )
자연환경
문화재

개항축제
노후 목조주택( )

자연환경
문화재

개항축제
내항

구릉지 주거지역( )

자연환경
문화재

개항축제
내항

근대역사 경관자원·
전통 일본 중국식 건축물( , )

구릉지 주거지역( )

자연환경
문화재

개항축제
내항

근대역사 경관자원·
등록문화재 원도심 구릉지주거( , , )

원도심원도심원도심원도심
지칭용어지칭용어지칭용어지칭용어

기존 기성 시가지 중심상가( ) , 중심시가지 도심부 구시가지, , 기존시가지 도심 시가지중심부 구시가지, , , 기존도심 구시가지, 
기존도심 구시가지 구도심, , , 

원도심 (2007)

전략전략전략전략
특성특성특성특성

전략전략전략전략

자연보호
관광자원화

용도지역지정
녹지지역( , 
풍치지구)

용도지역지정
상업 주거( , , 
공업지역)

자연보호
관광자원화

용도지역지정
녹지지역( , 
풍치지구)

자연보호
관광자원화

용도지역지정
녹지지역 풍치지구( , , 
방화지구 임항지구, )

용도지역지정
상업 주거( , , 
공업지역)

내항시설정비

용도지역지정
상업 주거( , , 
공업지역)

구시가지정비계획

용도지역지정
상업 주거 공업지역( , , )

용도지구지정
방화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임항지구( , ,  , ) 

내항시설정비,
구시가지정비계획,

관광개발계획 도시경관조성계획, 

용도지역지정
상업 주거 공업지역( , , )

용도지구지정
방화 미관 고도 임항지구( , ,  , ) 

내항시설정비,
구시가지정비계획,

관광개발계획, 
근대역사경관조성계획

원도심지원조례 경관조례, 

원도심 일대원도심 일대원도심 일대원도심 일대

군산시군산시군산시군산시
개발계획개발계획개발계획개발계획

전후볶구 도시기반시설 정비, 외항건설
군산 군장 국가공단, 

금강하구둑 건설

군산신항 새만금간척사업 국제무역항, , , 
서해안고속도로 해상도시계획, 

근대역사지구의 관광계획

원도심 활성화 및 관광개발계획
새만금 신항만 및 세부계획

해상매립지계획

게획 및 개발구역게획 및 개발구역게획 및 개발구역게획 및 개발구역

범례  ( )
원도심  

     
  . 시대별 
도시계획구역

표 5-3 군산시 원도심 보존계획의 개념 및 전략 특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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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 론6

제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1

제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2

제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도시인 군산시 사례를 바탕으로 군산 원도심‘

이 지난 년간 도시계획 안에서 어떻게 개념화되고 어떤 전략으로 보존관50

리 되고 있는가 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원도심의 역사문화?!’ . 

환경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을 국가적인 차원과 군산시 차원에서 어떻게 실행

에 옮기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즉 국가적인 계획흐름에서 전개되는 군산 원. , 

도심 보존의 구도로 살펴보았다 군산 원도심이 형성된 배경을 고찰하고 . 

년대까지 도시계획내용을 내용분석 방법을 통하여 원도심 계획1960~2010

의 전략과 개념의 변천에 관한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군산시의 역. 

사문화환경 보존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 

나라 역사문화환경 보존경향은 지역도시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군산시 사

례를 바탕으로 보존쟁점이 되는 사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연구의 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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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재 군산시 원도심은 년 군산항이 개항함과 동시에 이전의 생1899

활 양식이 전면 철거되고 조계지 거류지로써 필지가 구획되었다 따라서 이 , . 

시기에 형성된 도시형태가 군산시 도시형태 원형임을 전제로 하며 년, 1960

대부터 현재까지의 도시계획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원도심에 대한 계획의 전략 변천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

데 하나는 개발위주의 시기로써 년대부터 년대까지 경제적 발전, 1960 1980

을 추구하여 도시개발이 계획을 주도했던 시기이다 국가 전체적인 개발 분. 

위기 속에서 군산시 역시 건설개발에 주력함과 동시에 원도심 주변지역의 

토지구획정리와 공동주택건설과 같은 도시 확장에 치중했던 시기이다 그러. 

나 주변지역의 개발계획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대한 계획은 , 

도시계획을 통한 용도지역설정과 자연환경보존에 머물렀던 시기였다 그러나 . 

년대를 분기점으로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1990

며 역사문화적 가치가 대두되면서 국가적으로 문화유산보존의 범주가 근대

시기까지 확장하였다 이에 군산시도 새만금 건설과 같은 국가개발 사업이 . 

여전히 주요한 계획이었지만 근대문화유산자원 역시 주요 도시환경의 요소

로써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원도심에 분포한 개별 근대건축물의 보존. 

정비에서 이를 포함한 원도심 일대 및 주변의 구릉지 지대까지 역사적 경관

으로 인식하고 보존의 대상이 되었으며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실행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원도심 보존에 대한 개념과 실질적인 전략의 변천과정을 보존대상과 

도시계획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다 원도심의 보존대상은 월명산과 같은 .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녹지지역 풍치지구로 설정, 

하였고 일본식 주거지를 노후한 목조주택으로 인식하고 화재로부터의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지구로 지정한 것이 원도심 보존의 시작이다 이어 . 

개발사업과 역사적인 문화재와 개항축제 등을 연계하여 도시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했으며 년대에 접어들면서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근대건축물, 90

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점적인 개별 보존에서 이들이 분포해있는 원도

심과 구릉지 일대까지 역사문화환경의 대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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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고도지구로 추가 용도지정하고 관광개발계획과 도시경관조성계획, , 

원도심 지원조례 경관조례와 같이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현재 근대역사, 

경관조성계획과 내항의 문화벨트화사업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토대로 시사. 

점을 도출해보면,

첫째, 군산시 원도심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계획은 보다 보존지향적인 계

획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군산시는 그간의 외항건설에서부터 새. 

만금사업에 이르기까지 도시개발이 주요한 계획방법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원도심 도시계획이 미비. 

했던 결과가 원도심 공동화현상으로 이어졌고 같은 시기에 역사문, 

화적 가치의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하였다 따라서 원도심 근대문화. 

환경이 관광위주계획으로 치우친 경향은 또 다른 지역개발의 도구로

써 변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므로 계획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진정성 있는 보존가치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도시에. 

서 역사문화환경보존의 의미는 시간이 아니면 결코 만들어 질 수 

없는 귀중한 환경을 보존하는 것으로 당시의 가치를 존중하며 현재

의 모습을 가늠하게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도시계획의 충분한 법제적 활용과 시 자체적인 보존방안의 틀

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원도심 역사문화환경보존을 위하여 지정할 . 

수 있는 도시계획법의 용도지구 중에서 경관지구의 시가지 미관지, 

구의 역사문화 보존지구의 문화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 . 

군산 근대역사문화 벨트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구지정 설정과 병행

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업진행에 앞서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계획이 실행되는 구조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도시법. 

제만으로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는데 미흡한 점들이 여전히 존재하

지만 지구지정과 더불어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고려한 

접근방법도 있다. 

셋째, 원도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을 실행함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간의 참

여와 협력적 계획을 도모해야 한다 도시를 보존과 재생의 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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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누가 이것으로부터 혜택을 받는지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현재 군산시는 공공의 주도하에 계획 및 실행이 되고 . 

있는 상황이지만 계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원도심 주민들과 지, 

역전문가 및 학계가 긴밀하게 연계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행지, 97)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질적인 원도심 성격을 반영한 계획이 수립 되

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역사문화환경이 지속적으로 보존되기 . 

위해서는 계획이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97)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참고 James C. Scott, (2010)「 」
실행지는 메티스라는 그리스적 개념에서 착안하여 지역 토착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으로 실용적
인 기술 노하우 상식 경험 요령 등을 일컫는 단어이다 공공 주도형 계획에서 지역적 관습과 실행, , , , . 
지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새로운 생각을 좀 더 지역에 밀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맥락성이 역사문화환
경 계획에서도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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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2

군산시를 사례로 원도심의 보존계획의 전개양상을 연구한 것은 도시계획

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대한 논의가 쟁점화 되는 시점에서 의미하는 바

가 크다. 

본 연구의 협의적인 측면에서 의의는 기존의 군산도시건축의 연구에서 나

아가 군산시 년대에서부터 현재까지 년간의 원 계획안 실물자료를 1960 50

대상으로 도시보존계획의 변천 특성을 밝힌 차적 사료분석으로써 의미를 1

갖는다 또한 년간의 도시보존의 개념과 전략특성 도출을 통해 앞으로 원. 50

도심 보존을 위한 방향을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 다음의 광의적인 측면의 의의는 년대 들어 우리나라 도시계획 흐2000

름에서 역사문화환경 특성을 활용한 계획이 곳곳에서 실현되는 있는 시점에

서 특히 지역도시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양상을 군산시 원도심을 사례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국내 역사문화환경이 개발과 보존의 . 

논리가 불가분의하게 중첩된 상황 속에서 보다 근원적인 보존방향으로 계획

되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년 정보공개법 이후에 년대 이후의 행정자료들은 비교적 , 1996 2000

쉽게 열람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전 시기의 데이터는 제대로 보존관리가 이

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때문에 년대 분석은 남아있는 자료를 . 1960~90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던 점과 계획에 대한 문헌연구로서 실질적인 계획실행

의 여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추후 보. 

다 면밀한 계획내용 분석이 보완됨으로써 본 연구가 국내 역사문화환경 보, 

존을 연구하는데 있어 참고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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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introduction of ‘Conservation plans’ in the 2nd 

millennium, Korea’s municipal and architectural fields have 

undergone numerous and crucial changes on their conservation 

plans. The industrial paradigm, which was based on aggregate 

growth and quantative development, altered to an industry that 

pivots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economic efficiency, social 

equality, and nature conservation. Moreover, Korea has achieved 

rapid development after the Korean War; however, plans focused 

on economic quantity stimulated social issues such as the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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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owntown(historic urban core) local cities. Considering how 

historic city plays an essential role for the existence of modern 

city, we hav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al(or historic cultural landscape) conservation of 

downtown(historic urban core). Thus, this study will focus on how 

the concepts of conservation plans in Korea changed through the 

last 50 years by looking through a lens of downtown(historic 

urban core) in Gunsan.

This study has selected downtown Gunsan for its material due to 

Gunsan’s active conservation plans for history and environment. 

Likewise, this study has examined why conservation plans were 

activated in downtown Gunsan and how they are managed. The 

research has succeeded in showing the changes of downtown 

Gunsan’s conservation plans in a time sequence, which no one 

has yet done. 

The research was done at downtown Gunsan, based on the 

Gunsan conservation plans of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al, and 

from the 1960s to current times. Also, the study will mainly base 

the information on the 50 years of Gunsan’s urban planning and 

its related businesses report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content 

analysis by assorting data in a time basis and exploring the 

development phases of conservation plans of Korea as well as 

downtown Gunsan.

 

By scrutinizing the course of each period of Gunsan’s urban 

planning, one can divide the period into two groups as 1990s as 

the standard period. Firstly, during the 1960s~1980s, Korea 

focused on economic growth through industr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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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san complied with Korea and strived for economic triumph by 

expanding city through physical development plans. Especially, in 

1966, ‘Gunsan-Westseacoast district construction plan’ was the 

blueprint for the Westseacoast development plan during the 1980s 

and the 1990s, which facilitated the expansion of the city and its 

infrastructure such as harbors, roads, factories, reclamation 

works, and etcetera. 

Secondly, during the 1990s~2010s, sustainable development 

became a global paradigm companied by globalization, trades with 

China due to localization, local self-governing system, and many 

other vital changes. These social changes guided to interests in 

local cultures and histories which then led to the conservation of 

modern cultural properties that are spread all out in downtown 

cities. Thus this was when downtown Gunsan’s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s were seriously dealt with the 

urban planning and related regulations.

There are three traits extracted from the data related to modern 

downtown conservation plans from the 50 years of urban planning. 

The first trait is that the current downtown Gunsan’s livelihood 

was demolished and available lands for settlement and residence 

became limited due to the opening of Gunsan harbor at 1899. 

Thus the urban form and structure and the architectural style of 

this period are seen as the prototype of downtown Gunsan.

The second trait is that downtown Gunsan’s conservation plan 

changed from a mere urban planning for zone setting (1960s) to a 

tourism plan using modern architecture (2000s). The beginning of 

down town conservation plan was simply setting districts. So, until 

the 1980s, zone setting plan was ran through building harb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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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industrial land, readjusting land zones, building 

co-residential buildings, and other urban planning related to 

expansion of the city; while downtown was relatively focused on 

setting usable lands and conservation the nature and environment. 

Then at 2002, ‘Gunsan Chinatown development plan’ boosted 

the tourism plan using modern architecture.

Lastly, as time passed by, the downtown conservation plans, as 

the behind-land of the westseacoast development project, changed 

to a more conservation-friendly plan than the tourism plan. Thus, 

the downtown conservation plan did conserve the history, culture, 

and the environment from the city development. Currently, 

however, downtown conservation plans repeats the same values 

city development pursues. It is endorsed by urban planning and 

regulations, with specific conservation standards of history, culture 

and environment.

However, downtown conservation plans still has more 

characteristics of a tourism usage for its economy than a 

conservation of the city itself. Of course, the logics of 

conservation and construction are inseparable, which raises one’s 

apprehension of the fact that conservation can be misused as a 

way of construction. Base on this fact, therefore, one would like 

to draw out implications from the downtown Gunsan’s 

conservation plan.

Firstly, there is a necessity for downtown Gunsan’s history, 

culture, and environment to be reached through conservation 

intention and construction of a fundamental authentic value of 

conservation.  This is because the meaning of the conservation of 

history, culture, and environment cannot be made unless ther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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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ugh time. Thus th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allows us 

to respect the values of the past and discern the present compared 

to the past.

Secondly, there has to be enough use of jurisdiction to city 

plans and a framework for city it self’s conservation plan. 

Currently, Gunsan is running a network belt of modern history 

culture project and zone setting plan together. However, before 

running the project, Gunsan must have had prepared a legal 

system and a framework.

Thirdly, there has to be a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all 

various subjects in running the downtown conservation plan. 

Especially, for the diversity of downtown, the plan for 

conservation has to be chosen over the tourism plan. Moreover, 

there has to be a practical plan for residents residing in the city. 

Ultimately, the purpose of the downtown conservation plan is to 

benefit the denizens in the city.

 

There is a big significance in setting Gunsan as an example in 

researching the downtown conservation plan’s development at a 

time when it’s a hot potato. This research goes further to not 

only as a Gunsan’s architecture research but also as a primary 

historical record analysis illustrating the traits of 50 years of 

Gunsan’s city conservation plans. Moreover, this research 

presented with the concept of 50 years of city conservation and a 

direction to where downtown conservation plans has to go by 

deducing the strategic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has its 

meaning in that Korea, in its 2nd millennium age, started to use 

history, culture and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s a plan all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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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es, and having Gunsan, which currently is using the plans, as 

an example gives more to this study. One expects this study to be 

used as a research data in establishing the history, culture,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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