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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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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ctivation of Green Tourism by the ‘Rural
Experience and Recreation Village Business’
Jae-Young Son
Tourism Managemen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do, 245-905, Republic of Korea

Abstract
Green tourism have appeared by combining the needs of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and the demands of
alternative tourism of citizen. Thus, various green tourism projects have been carrying out all around the country by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Most of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were equipped necessary hardware(for
example, accommodations, restaurants, auditorium, sports facilities, public community site) through these business.
But except for some villages the business performance and profitability were very low by external factor(deepening
competition among villages) and internal factors(lack of ownership awareness, management system, know how
experience programs, service quality).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try to find out rural experience village's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concerned with organization, facility & programs, marketing, business performance and
attractions. To solve the problems in rural experience village with law, this study used the law of exchange promotion
between city and rural which was consist of rural experience & recreation village business, promote exchange
between city and rur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appointment of promote exchange assistant
organization.

Key words : Green Tourism, Rural Experience & Recreation Village, Hardware, Software, Law Of Exchange
Promotion Between City And Rural
2002).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대안관광으로 모험관

Ⅰ. 서 론

광(adventure tourism), 해양(어촌)관광(blue tourism), 농촌
국민소득과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기존 대중관광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였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속가능
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더불어 대안관광
(alternative tourism)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대안관광은

관광객 수와 유형, 관광행동, 자원에 미치는 영향, 수용력,
관광소비의 경제적 누수효과, 지역민의 참여 측면에서
기존의 대규모 관광과 차별화 되는 소규모 관광으로, 경
제적 편익도 적절하게 제공하면서, 동시에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환경부,
* Associate Professor, Tourism Managemen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mail: kangwon.ac.kr

관광(green tourism), 생태관광(ecotourism), 스포츠관광
(sports tourism), 문화관광(culture tourism) 등이 있는데(손
재영, 2012), 이들 관광의 특징은 자연추구형, 모험추구
형, 문화추구형, 테마추구형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중 어촌관광, 농촌관광, 생태관광은 농어촌지역
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 그리고 농어민의 생산활동을
관광대상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다양
한 놀이와 체험을 제공하는 관광으로, 지역 ⋅ 환경 및
관광이 결합되어 있다. 이들 관광이 나타나게 된 배경
은 수요자(관광객) 측의 요인과 공급자 측의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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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시간의 증가 이외에 도시화에 따른 삶의 질 악화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가, 일상탈출, 자연친화(생

광동기, 제약요인, 선택속성, 서비스품질, 여행형태, 자
원선호(김선희, 2014; 민양기⋅이윤섭, 2014; 박천우,

태체험), 대인교류, 지적체험(자녀교육), 모험, 신기⋅

2010; 송영민⋅여관현, 2014; 송화성⋅박석회, 2006; 양

이색체험, 신선한 농산물 구입, 농어촌에 대한 향수, 저
비용 여가활동이라는 관광동기로 발전하여 관광활동

길승, 2014; 윤유식⋅박덕병, 이민수, 2009; 이진형⋅정
대영⋅이정아⋅김진형, 2011; 장경수, 2010; 최영창⋅

에 참여하게 되었다(한국농어촌공사, 2013). 반면 농어

김성수; 2007, 최해용⋅윤유식⋅박재덕, 2014), 농촌관

촌 주민들은 급격한 농수산물 시장개방, 농어촌인구감
소 및 고령화, 농어가소득 감소, 농어촌환경 훼손 및 공

광사업의 개발 및 상품화와 관련된 기업가정신, 리더
쉽, 개발전략, 기획, 농촌정보화, 프로그램개발(고태호

동체 해체와 같은 농어촌환경의 변화와, 농어촌의 기

⋅엄정현⋅오윤정, 2010; 도경록⋅박덕병, 2012; 이기

능 및 농어업개념의 변화, 즉 과거 식량이나 자원제공
이라는 경제적 기능 중심에서 자연환경적 기능(생태계

웅, 2011), 농촌주민과 관련한 주민의 농촌관광인식, 주
민갈등(권종섭⋅장우환, 2011; 김보미⋅이웅진, 2010;

유지, 홍수예방, 환경보전) 및 사회문화적 기능(정서함

박창규⋅김혜영, 2011) 및 농촌관광 정책(김남조, 2004;

양, 전통문화계승, 휴양공간 제공, 교육의 장)과 같은
공익적 가치가 농어촌의 기능에서 점점 중요시 되었

조규호, 2006) 등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농촌관광현장의 다양한 부문에서 큰 영향을

고, 농어업의 개념도 과거의 단순한 1차 산업(농어업)

미치고 있는 농어촌관광 관련 법률에 대한 연구는 미비

에서 최근에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2차 산업(제조업)과
이들 농수산물 판매 및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생산시설

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관광과 관
련한 다양한 법률을 고찰하고, 이 중 도시와 농어촌 간

을 자원으로 하는 관광 및 서비스산업(3차 산업)으로

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변화하였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농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 정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부는 농어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행된 “도시와

의 핵심이 농어촌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정
부 및 지자체에서도 농어촌관광 및 생태관광을 통해 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을 고찰하고, 강원도 정선군의 3개 농촌

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2013년 현재 약 1,900개

체험마을의 농촌관광사업 현황을 토대로, 농어촌체험

의 농촌마을에서 농어촌관광사업을 진행하였다(2014,
정선군⋅한국농어촌관광학회). 구체적인 사업으로 농

마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
게 되었다.

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농어촌관광과 농어촌 체험⋅

업,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산림청의 산
촌(종합)개발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사업,

휴양마을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정선군 3개 농촌
체험마을의 운영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각

어촌종합개발사업,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사업,

마을의 문제점을 운영의 체계성(주민참여도 및 단합,

행정자치부의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 정보화 시범
마을사업, 농협중앙회의 팜스테이, 강원도의 새농어촌

의사결정 과정, 수익체계 및 배분, 사업계획), 시설 및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관광자원(자연 및 인문

건설운동 등이 있다(한국농어촌공사, 2013). 이러한 사

자원), 관광수요 등 5가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에 대

업을 통해 대부분의 농어촌 마을들은 농어촌관광에 필
요한 하드웨어(숙박시설, 식당, 강당, 체육시설, 마을공

한 해결책을 법률과 연계한 방안과 기타의 방안으로 대
별하여 제시하였다.

동부지 구입)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농촌관광의 경
쟁심화와 공동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주인의식 부족과
갈등심화, 운영체계의 미흡, 체험프로그램 및 서비스

Ⅱ. 이론적 배경

의 질 저하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부족으로 일부의
마을을 제외한 많은 마을에서 사업성과와 수익성이 매
우 낮은 실정에 있다.

1. 농어촌관광
농촌관광에 대해 농림부는 농촌관광은 농촌의 자연

농촌관광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는 농촌관광객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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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이며, 도시민에게는 휴

학회, 2014).

식, 휴양과 새로운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농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물 판매, 가공산업, 숙박⋅음식물⋅서비스 등 소득
원을 제공하는 지역활성화 운동이라 정의하고 있다(한
국농어촌공사, 2013). 해양수산부(2000)는 어촌관광을
해양과 도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 부존하
는 자원을 활용하여 일어나는 관광목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촌관광은 도시민들
이 연안이나 도서의 어촌에 머물며 어촌생활체험, 해
양생태관찰 및 체험, 휴식을 목적으로 한 관광으로, 특
성상 어민이 수행주체인 관광으로서, 소규모, 소자본
운영으로 다소 영세하긴 하지만 지역여건 및 자원 활용
으로 좋은 성과 달성이 가능하다(김성귀, 2001 ). 농어
촌관광은 서론에서 언급되었듯이 관광객과 농어민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관광객이
농촌관광에 참여한 동기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휴식⋅휴양, 명승⋅풍경, 농업체험, 지역축제, 농산물
구입, 색다른 경험과 재미, 자녀교육, 농어촌에 대한 향
수, 친인척방문 등을 이야기 했고(한국농촌경제연구
원, 2012), 어촌관광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연감상 및 일
상탈출, 해양레포츠, 음식물시식, 어업 및 어촌문화 체
험, 생태체험, 문화행사 참여나 문화유적 탐방이 관광
동기로 나타났다(손재영, 2008 ).
농어촌관광의 주요상품에는 민박, 이벤트, 마을특
산물 및 체험상품 등이 있고 이를 위한 시설 및 설비에
는 민박 및 부대시설, 특산물 가공공장, 특산물 판매장,
체험 및 실습 공간, 편의 시설 등이 있다. 또한 성공적인
상품개발과 시설의 운영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관련
제도 및 정책개발과 세제 및 금융지원도 필요하고 마을
자체의 경영계획수립, 지역이미지 제고 및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강신겸, 2007).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농어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녹색농촌체험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산촌개발
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아름다
운마을가꾸기 사업, 정보화시범마을사업, 새농어촌건
설운동)을 시행하여 농어촌관광체험마을을 육성하고
있으나, 각 마을 지도자의 리더쉽과 지역주민의 협조,
사업비 집행방향 및 사업진행의 투명성, 적절한 자원
및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등의 실적에 따라 사업의 성
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정선군⋅한국농어촌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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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농어촌관광과 관련된 법률은 Table 1와 같이 다양한
법률이 있다. 이 중 농어촌체험마을에서 나타나는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보여진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
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
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
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만
들어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총 7장(1장: 총칙, 2장: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3
장:도농교류 등의 활성화, 4장: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
성, 5장: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6장:보칙, 7장:벌칙)
2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에 필요한 구체
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

다. 이 중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용어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
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

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
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업” 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존의 농어촌체험마
을이란 용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률에서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려는 조직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이 자치단체장(시장⋅군수
등)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시설이용자에게 효

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평가를 거쳐 4단
계로 등급(1등금, 2등급, 3등급, 무등급)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기준은 마을의 경관, 주변환경 및 서비스 수준
을 내용으로 하는 경관 및 서비스 부문, 체험관련 시
설⋅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안전 수준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생활 체험부문, 숙박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수준을 내용으로하는 숙박부분, 관련시설과 설비의 위
생 및 안전수준을 내용으로 하는 음식부문의 4부분으
로 나뉘어 있고,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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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een tourism related laws

related laws
low of exchange promotion between city and rural
law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special
measures
law of agricultural products manufacturing foster

laws of watercourses
special law of closed school utilize promotion
fundamental law of forest
law of forestry and mountain village utilize promotion
law of forest culture & recreation

fundamental law of agricultural fishing industry farming
fishing village & food industry

special law of farmer-fisher life quality promotion and
farming-fishing area development promotion
law of Baekdu-daegan zone protection

related main contents
• city and rural exchange event, rural experience and recreation
village business
• homegrown agricultural products manufacturing support,
farming village's speciality products production area
support, rural recreation area development and support
• traditional food industry foster, traditional food service
industry foster, special product's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irst buying of certified products
• traditional food industry foster, traditional food service
industry foster, special product's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irst buying of certified products
• special case of lend
• making mountain village, mountain recreation area &
promotion of forest culture
• forest products income source development and foster
• natural recreation forest, woods bathing site, forest healing
guide, forest road's type
• returned farmer foster, ecological agriculture foster, natural
environment protect, traditional agriculture culture
succession, interzonal income balance, disadvantage
condition area support, exchange promotion between city
and rural
• making jobs for farmer, farming village scenic site
protection, farming industry foster, local festival activation,
exchange promotion between city and rural, disadvantage
area support
• resident support project

자료: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연구자 작성

Table 2. Green tourism business departmental evaluation items and score

classify
rural experience and
recreational village business
tourism farm
farming village home-stay

classified items anf scores
experience
lodging

total items and
scores

view/service

70items/298points

10/80

20/80

24/76

16/62

66items/267points
31items/136points

10/72
7/58

16/56
-

24/76
24/78

16/63
-

food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보도자료(2013.4.3). ※ 현재 전국 700 지정

Table 3. Rural experience & recreation village business departmental evaluation contents

sector
view & service
experience
lodging
food

•
•
•
•

contents
village scenic view, environments and service quality
experience related facility. program's fitness and safety standard
lodging related facility's sanitation and safety standard
related facility's sanitation and safety standard

자료: 시행규칙 7조의 2 * 4개부문 모두 1등급을 받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8개소(경기 양평 수미마을, 강원양구 국토정중앙배꼽마
을, 평창 어름치마을, 전북익산 산들강웅포마을, 전남 남양 무월마을, 담양 창평삼지내 마을, 영광 용암마을, 경남 창원 빗돌
배기마을) : 농람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보도자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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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비스 부문이 10개 항목에 80점, 체험부문이 20개
항목 80점, 숙박부문이 24개항목에 76점, 음식부문이

표들과 동행하여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16개 항 목에 62점으로 전체 70항목에 298점으로 구성

3. 연구내용

되어 있다. 등급은 100점을 기준으로 90점 이상은 1등
급, 80점 이상은 2등급, 70점 이상은 3등급을 부여하며
70점 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데 유효기간은 2년

으로 되어 있다(관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농림수
산식품부 고시 제20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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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고찰을 통해 농어촌관광, 도농교류촉진법
및 마을현황에 대해 알아보았고, 마을 현장조사를 통
해 체험마을 운영현황(운영조직, 관련시설 및 프로그
램, 홍보 및 마케팅 현황, 사업성과), 체험마을 문제점
(운영의 체계성, 시설 및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활

동, 관광자원, 관광수요)을 조사하였다.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1. 연구과제
본 연구는 농어촌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객의 만족
도 향상을 위해, 전국의 농어촌지역에서 사업 중인 농
어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론적 고찰과 현장조
사를 통해 본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농촌체험마을 운영 현황
농촌체험마을의 현황분석을 위해 운영조직, 시설
및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운영실적으로 나누어 마
을 현황을 기술하였다.

이를 위해 농어촌관광의 구성요소를 관광객, 관광사
업, 관광자원으로 나누어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관

1) A 마을

광객에서는 농촌관광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인 수요증

정선읍 내에서 정선군 남면방향으로 향하다 농촌관

대 방안을 모색하고, 둘째, 농어촌관광사업에서는 주
체, 조직체, 시설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광으로 유명한 정선군의 개미들 마을을 지나 산쪽으로

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관광자원는 마을의 자연관광
자원, 인문관광자원의 문제점과 각각의 자원을 활용하
는 방안 및 인근지역의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위치한 마을로 2012년 현재 37가구에 전체 인구는 81명
(남자 43명, 여자 38명)의 자그마한 산촌마을이다. 본
마을은 5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었고 행정구역상으
로는 리로 되어 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장점
으로 갖고 있으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소득은 낮은 실정이다. 주 농산물은 옥수수, 콩, 감자,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조사는 이론적 고찰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농어촌관광과 도농교류촉진
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기존의 논문이나 서적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촌체험마
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정선군 농업축
산과의 협조로 농촌체험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상당액
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되어 농촌체험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군에서 추천한 A, B, C 세 개 마을의 이장, 사무장,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에서 2014년 1월 두 달 동
안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는 심층면접법과, 마
을의 자원과 시설 및 프로그램을 조사하기 위해 마을대

산채(곰취, 곤드레, 황기, 더덕) 등이나 산촌생태마을
선정 이후 곰취의 노지재배 및 산지재배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1,000만원 이하로 조
사되었다.
주요관광자원으로는 느타나무, 영곡정폭포, 계봉
산등산로, 마을계곡, 민둥산 등이 있다
마을단위 사업의 유치실적을 보면 2009년 산촌생태
마을 사업으로 10억원을 받아 산나물 재배 부지 및 시
설, 홈피구축 등에 투자하였고, 또한 2009년 행자부 참
살기 좋은 마을에 선정되었다. 2010년 강원도 새농어
촌건설운동으로 5억원을 받아 부지(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하고, 2011-2015년까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일부 참가하여 문화복지시설, 농촌관광시설, 마을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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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 Community green tourism facilities & programs

facility

vinyl house and outdoor sprinkler, wild plants growing complex, wild plants improvements and
group work site, mountain village cultural museum

program

wild plants festival, medicinal herb festival, Doo-wi-bong climbing event, wild flower trip

자료: A마을 영농조합법인

정비, 소득사업 등에 투자하였다. 또한 정선군의 아름

하고 있다. 정선군의 다른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

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당선되어 2-3천만원원의 사

은 대지를 가지고 있어 일찍부터 벼농사로 타 마을에

업비를 환경정비에 투자하였다.
농촌체험마을 운영조직으로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비해 높은 농업소득을 올리는 마을이었다. 2012년 현
재 79세대가 살고 있고 인구는 180명으로 남자 90명 여

의사결정은 새농어촌건설운동조직의 6명과 각 마을

자 9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4년 1월 현재 30가구는

반장 4명이 모인 10명의 기금운영위원회가 1차 의사결
정을 하며, 중요한 내용은 마을 총회에서 결정하는 시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농업소득은 억대의 매출을 올리
는 농가도 있으나 연평균 9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

스템을 가지고 있다.

고 있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에서 시설로 하우스 및 노지
스프링쿨러 시설, 산채재배단지(7ha), 산채가공 및 공

특산물로는 무농약 쌀과 유기농 토마토를 재배하여
전량 농협에 급식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주요 관광자

동작업장(133m2), 산촌문화관(159m2)-숙박 및 취사,

원으로는 조양강과 수변에 다양한 전설을 가지고 있는

등산로, 폐교, 8가구가 민박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
램으로는 산나물 축제(곰취, 개두룹, 참두룹), 생약초

바위, 바람부리산책로, 장열샘물, 봉화치, 구신작로 등
이 있다.

축제, 두위봉 등산대회, 농작물 수확, 임산물 채취, 나무

마을 사업유치 및 지정 실적을 보면 2006년 강원도

공예, 들꽃기행이 있으며 현재 수요는 5월, 여름방학에
집중되어 있고, 시설은 주민이나 외지인에게 임대를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5억의 사업비
를 받아 부지구입 및 체험관 건축에 사용하였고, 2007

고려 중에 있다.

년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선정되어 2억원의 사업비

홍보⋅마케팅 현황을 보면 마을 홍보물로 마을 안내
판(2), 길거리 미술관, 황금솟대길, 100년역사 사진길.

를 받아 펜션건축에 사용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로
하스 농촌관광사업에 선정되어 5억의 사업비로 로하

일곱가지 이야기길(작은돌 미술길, 나무공예 미술길,

스관을 신축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농촌진흥원과 농

소원성취의 길, 바람계곡 길, 황금솟대 길, 허수아비 테
마공원 길)이 있고 홈페이지도 구축되어 있으나 관리

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월빙요리 체험마을로 선정되
어 요리집기류를 지원 받고 전통향토음식 상품화 기술

할 인력이 없어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자

을 지원 받았다.

매결연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성과를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최근 사업

B마을 농촌체험마을 운영조직으로 마을 영농조합
법인이 있다. 의사결정 기구로 마을 개발 위원회(18명)

을 수행하지 않아 실적이 없었고 관련 장부도 없었다.

와 대동회(주민총회)가 있는데 마을 개발 위원회는 마

그러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산촌의 다양한 기능을
살린 산촌마을을 조성하여 생활환경 개산과 소득기반

을의 사소한 일에 대한 의사 결정을 담당하고, 주요의
사결정은 1년에 연초에 1회 열리는 대동회에서 결정한

조성으로 살기 좋은 산촌마을을 조성할 수 있다는 희망

다. 또한 정부와 군에서 각 각 50%씩 보조하여 채용한

을 가지게 되었다.

사무장이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에서 시설로 산책로, 민박 7동,

2) B 마을

황토 펜션 6동, 체험장, 식당, 강당, 천체망원경, 골프장,

정선읍내에서 임계면으로 향하는 42번 국도의 우편

무대, 농구장, 전망대, 풀장, 야영데크, 야외바베큐장 등
이 있고, 프로그램으로는 봄의 모심기, 우렁이 방사, 행복

에 위치하고, 정선군의 젓줄기인 조양강 수변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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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 Community green tourism facilities & programs

facility

program

- trial, home-stay, pension, experience site, restaurant, hall, astronimical telescope, golf ground, stage,
swimming pool, camping deck, outdoor barbecue, observation site, basketball court
- real estate
division
program
spring
• rice-planting, pond snail grazing, making coolie rack, making rice-cake
summer
• water play, tracking, picking tomato
seaso
ns
autumn
• rice rearing, tracking, making rice-cake
winter
• ice sleigh-riding, wearing coolie rack, making rice-cake
river
• canoe, kayak, fish catching, water play, riding
place
mountain

자료: B마을 영농조합법인

Table 6. ‘C’ Community green tourism facilities & programs

facility
program

medical herb selling house, medical herb learning site, improvement facility, mono-rail, horse-riding
ground, animal breeding site, pension, remodeled closed school
medical herb community investigation, medical herb explanation, medical herb pick, medical herb
improvement, archery, fish catching, making rice-cake

자료: C마을 영농조합법인

한지게지기, 떡메치기, 여름의 물놀이, 꽃베루길트래

다. 호당 평균소득은 연평균 700만원 정도(많은 가구는

킹, 토마토따기, 카누, 카약, 물고기 잡기, 물놀이, 가을의

3-4천만원)로 대부분 농업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벼베기 및 탈곡, 꽃베루길트래킹, 떡메치기, 겨울의 얼음
썰매타기, 지게지기, 떡메치기 등이 있다.

마을의 주요자원으로는 백두대간의 주능선에 위치
한 마을과 이곳을 흐르는 송계천이다. 주 생산물은 고

홍보⋅마케팅현황을 보면, 농촌체험마을 정선군 네

산지대를 활용하여 감초, 황기, 도라지 등의 약초와 고

트워크 가입되어 있고, 이정표, 종합안내판(마을 안 4
개), 상징조형물(마을 앞 국도변)을 설치하였으며, 마

랭지 채소를 들 수 있다.
마을단위사업 유치실적을 보면 2005년 신활력사업

을소개1, 시설 및 프로그램1, 음식1과 관련한 마을자체

으로 38억을 투자하여 약초재배단지, 악초판매장, 약

의 브로셔를 제작하였다. 또한 방송출연의 경우 마을
주민에 직접적 인센티브 없고, 일이 많아 기피하고 있

초학습장, 폐교리모델링, 가공시설, 펜션, 승마장 등에
투자하였다. 또한 2009년 산림청 소득증대사업으로 산

는 실정이었다. 자매결연실적은 2013년 2개 단체와 1

림약재던지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였다. 2008년에서

사 1촌을 맺은 실적이 있다.
사업성과 분석결과 매출은 주로 일반 관광객 및 인

2013년까지 농촌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었고, 2007년
에도 정보화마을에 선정되었다.

근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으로, 민박, 식사, 체험부문

C마을 농촌체험마을 운영조직으로 영농조합법인(5

에서 발생하나 매출 및 비용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반관광객은 주변 레일바이크, 황골, 아우라지,

개리 48가구 64명)이 있으며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5명
의 이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암약수 방문객하는 관광객으로 조사되었다.

시설 및 프로그램에서 시설은 약초 판매장, 약초학습
장, 가공시설, 모노레일, 승마장(구조조정), 승마트랙,
동물 사육장, 펜션, 폐교가 있고, 프로그램에는 약초군락

3) C 마을

정선군 임계면을 지나 동해로 접근하는 42번 국도에
서 우측 지방도를 타고 접근하는 행정구역상 리단위의
산골마을이다. 2012년 현재 47가구에 106명(남자 59명,
여자 4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약 10
가구는 무소득의 독거노인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

지 탐방, 약초해설, 약초채취, 약초가공, 활쏘기, 송어잡
기, 떡메치기, 사상체질감별미로체험 등이 있다.
홍보 및 마케팅현황을 보면, 시설안내 1, 제품광고 1
와 관련한 브로셔가 있고, KBS 6시 내고향, EBS에 마을
방영(2013) 되었으며 홈페이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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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사업성과를 보면 매출은 모노레일(60%)과 약초판

고려중이다. B마을은 초기 시설투자에 대한 계획과 지
원만 있고, 추후 관리에 대한 계획 및 지원이 없어 문제

매(40%)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출액 및 경비에

로 지적되었고, 10년 후 자산소유권이 마을로 이전 될

대한 회계처리는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름 펜
션은 수요가 넘치고 있으나 긴 비수기로 인해 숙박 및

예정이여서 계획 및 대비가 필요하다.

음식판매 실적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2) 시설 및 프로그램

대부분의 마을이 초기의 사업비로 비교적 양호한 시

2. 농어촌체험마을 문제점
농촌체험마을의 현황분석을 토대로 마을의 문제점
을 운영의 체계성, 시설 및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활
동, 관광자원, 관광수요의 5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설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보조할 마을별 특성 있는 프
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즉 대부분의 마을들이 기
존에 지원된 자금으로 부지매입, 건물건설 등의 하드
웨어에 투자하여 대부분의 자금을 소진하여, 이를 활
용할 마을주민의 역량강화나 자원을 활용할 프로그램

1) 운영의 체계성

개발에 투자할 자금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주변마을

“주민 참여도 및 단합”에서 A마을은 노령화, 주민의

이나 인근에 대규모 사업자(강원랜드)가 있어 서로 상
생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으나 이를 결합하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의식 부족으로 참여도가 낮았다. 또
한 최근 마을 주민간 내분으로 사업에 대한 의욕이 저
조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B마을의 경우 마을 주민이
사업에 비협조적이고, 외부에서 조달된 자본에 의한
사업투자로 주민들의 주인의식이 부재하며, 전임 운영
진과 주민간의 갈등 누적으로 주민 간 단절이 심화되어
있다. C마을은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마을주민공동
체가 와해되어 새로운 마을사업 곤란한 실정이다. 대
부분의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마을 리더의 부재와 주민의 협조 부족이었다.
“체험마을사업 운영 관련 의사결정”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일부의 구성원만이 참여해 결정되어 불만

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익체계 및 배분”에서 A마을은 최근 진행하는 사
업이 없어 매출이 없으나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은 계속

노력이 부족하다.
3)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마을 단위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는 홈피의 개설을 통해 인터넷으로 마을을 홍
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3개 마을은 홈피가 개설되어 있
지 않거나 운영실적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
의 마을주민들의 노령화로 인해 홈피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홍보⋅마케팅을 수행하
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적
극성도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마을 단위의 홍보보
다는 정선군 차원의 공동대처가 필요한데 얼마전 정선
군 농산물의 브랜드 및 로고의 변경으로 애로를 겪고
있었다.

발생하여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2012년 주민 총회에
서 시설 운영 가능자에게 임대를 결정하였다. B마을은
관련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보고서와 실적에 차이
가 있으며, 현재는 이익이 없어 배분에 문제가 없으나
이익이 발생하면 배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문제
발생 여지 있다. C마을도 운영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장부와 실제 매출액 및 비용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이
익이 없어 배분 실적이 없었다. 장기의 비수기에 높은
고정비가 발생하여 문제로 지적되고, 모노레일 매출
외 약초나 숙박 및 음식 관련 판매는 저조하였다.
“사업계획”부문에서 A마을은 장단기 계획도 없고,
사업을 관리할 사무장이 없어 체험마을사업의 중단을

4) 관광자원

관광자원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해당 마을 및 주변을
대표할 특별한 자원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마을이 비슷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마을 마다 특성이 있는 자연환경이나 민속문화
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나 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개별마을 단위로 관광자원개발이나 사
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서로 보완이나 대체할 수 있는
인근마을이 서로 협조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
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대구대학교 | IP:203.244.***.232 | Accessed 2020/03/25 13:13(KST)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8(11), 2014

5) 관광수요

세 개 마을 모두 관광수요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
이 나타나고 있는데 A마을은 과거 마을축제에 3년간
공들여 왔으나 마을 갈등 후 무산되어 현재 관광수요가
부족한 상태이고, B마을은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사
업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농촌체험마을사업을 시작하
였으나, 긴 동계 비수기, 소비시장에서 원거리(서울에
서 약 3시간)로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현재
이익이 없어 조합원에게 배당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었
다. C마을은 주방문객은 수도권의 가족단위의 관광객
으로 전반적으로 수요가 부족하며 숙박객은 전체 방문
객의 10% 정도였다. 또한 재방문비율에서도 같은 시
설, 낮은 수준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의 재
방문비율이 낮았다. 또한 인근에 강원랜드와 같은 대
규모의 수요처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8 동계올림픽을 활
용하여 관광객을 유인한다고 하나 구체적인 방법에 제
시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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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쉽과 지역주민의 협조이다. 여
기에 부가하여 성공적인 농어촌관광사업의 수행을 위
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농어촌관광을 이끌 조직을 만들
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와 관련하여 도농교류촉진법 제4장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양성은, 농어촌관광에 필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
는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
그램,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
서 각 광역자치단체장은 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
는 조직을 찾고, 인증과정을 거쳐, 이들 단체가 교육과정
을 개설하여 농어민들이 농어촌관광과 관련된 전문지
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인증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를 전문가로 활용하여야 한다.
2) 관광수요문제의 해결

농어촌관광 문제에서, 가장 큰 사람문제에 이어, 두
번째 문제점은 관광수요 부족의 문제이다. 관광수요
증대를 위해, 도농교류촉진법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

Ⅴ. 농어촌체험마을 발전 전략
농어촌체험마을의 발전을 위해 정선군 3개 마을에
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볍률과
연계한 방안과 기타의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의 활성화에서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도농교류활동 지
원, 농어촌체험사업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서비스 및
시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농어촌관광사업 평가 및 등급
결정, 농어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 및 초⋅중⋅
고생들이 농어촌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
토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는 다양한 도농
교류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농어민들
은 외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업체의 시설이

1. 법률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정선군의 3개 마을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어촌

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농어촌관광사업체가 높은

체험마을이 가지는 문제점은 크게 운영조직⋅인력 및
지역주민의 협조(지역주민의 문제), 관광수요(홍보 및

수준의 등급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
체와 교육감은 상호 협조하여 유치원⋅초중고교의 농

마케팅), 관광공급(관광자원, 시설 및 프로그램)의 문

어촌체험교육 활성화룰 위한 도농교류의 날 지정, 농

제로 대별되었다. 운영조직⋅인력 및 지역주민의 협조
는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4장 교육 및

촌체험 프로그램 교육과정 운영, 체험⋅봉사활동 확인
서 발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많은 학생들이 다양

전문인력의 양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

한 농어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농어촌관광

고, 관광수요의 문제는 3장 도농교류 등의 활성화, 관광
공급의 문제는 2장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통

의 수요창출을 유도하여야 한다.
3) 관광공급문제의 해결

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의 문제, 관광수요의 문제에 이어 농어촌
1) 운영조직⋅인력 및 운영노하우문제의 해결

농어촌관광 성패에서 가장 큰 요인은 운영주체인 마

관광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농어촌관광자원과 시설인
관광공급문제이다. 도농교류촉진법 제2장 농어촌체
험⋅휴양마을사업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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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 육성 및 지원, 관리하도
록 명시하여 관광자원이나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

요하다. 현재 정선군 상징은 정선아리랑으로 실체를
볼 수 없는 무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의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이용해 대규모의

편의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수요처인 서울⋅경기의 철도역 및 버스정류장에 정선
군을 홍보하고, 38 국도 변 및 정선군 인접 주요 도로에

사업운영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

정선군 통합 광고판을 설치하며, 개별마을에서 이루어

체는 개별마을이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 이외에 체험,
음식관련시설 등을 구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

지고 있으나 홍보효과가 뛰어난 백두대간 마라톤 대회
와 같은 행사는 지원이 필요하다

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

둘째, 정선군 전역을 단일 상품화(패키지화)하는 방

구하여, 마을 농어촌관광사업체가 높은 수준의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함은 물론, 마을 자체의

안으로, 정선군의 메인 관광상품인 아리랑, 레일바이
크, 정선 5일장, 아리힐스, 강원랜드 등을 보조 관광상

자발적인 개선 및 운영 조치가 필요하다.

품인 각 마을의 관광자원 및 시설-숙박, 음식, 약초, 하

2. 기타 활성화 방안

천 등과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정선군이 군 차원에서 지역별 특성 및 자원의
매력도에 따라 지역별로 관광자원, 시설 및 서비스를

1) 운영조직의 개선

농촌체험마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마을주민이 만든
조직의 문제이다. 만약 기존의 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운영위원회 또는 주민 총회를 통해 새로운 운영위원회
를 만들고, 조직의 규정 중 불합리한 내용이나 애매한
부분을 정관에 명확히 명시하며, 운영 주체에게 운영
의 권한을 주는 대신 운영방법의 투명화와 운영결과의
공표를 통해 주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에 젊은층의 유입을 유도
하고, 참여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조직원
의 지속적인 교육과 필요하면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자
문이 필요하다.
만약 기존 조직 구성원간의 신뢰 등의 문제로, 기존
조직의 사업 적합성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사업에 대
한 의욕이 강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마을주민을 중심으
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먼저 조직 및 사업을 활성화
하고, 사업이 확장하거나 확대되면 조직원을 확대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패키지화하여 관광루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첨부하
여 다른 지자체에서와 같이 정선군 통합 관광시설 이용
권 발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관광사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관광
객이 많은 강원랜드를 강원남부지역 관광허브(거점)
로 개발하고, 강원랜드가 지자체(정선군)와 협조하여
강원랜드 시설⋅서비스와 지역의 관광지를 연계한 패
키지상품을 개발하여 강원랜드가 강원남부지역의 관
광목적지이자 송출지가 되도록 협조하는 방안과, 강원
랜드 시설 이용자에게 지역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무료
이용 및 할인권 제공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2018 평창올림픽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
는 것으로, 동계올림픽이 정선군의 잔치가 될 수 있도
록 관광객을 유인하는 홍보 및 안내 방안 강구가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네트위킹활동 지원인데, 사업초
기 개별 마을이 사업확장을 위해 외부의 여러 단체와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마을 자체의 역량부족으로 자
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기관과의 접촉에 애로를 겪
는 경우, 정선군이 군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관광수요 및 공급 증대

관광수요 및 공급 증대를 위하여 정선군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과 단위 마을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선군 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면,
첫째, 홍보 및 마케팅 방안으로, 정선군을 대표하는
상징물 고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필

다음은 단위 마을차원에서 수요 및 공급증대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인데,
첫째, 사업마인드에 기초한 체험마을 계획 및 운영
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마을은 장기는 물론 단기
의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마인드에 기초한 계획을 세우고,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시골마을 최고의 자산인 인심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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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홍보 및 마케팅 차원에서 마을 홈페이지 개설 및

마지막으로 회원제 운영 방안이다. 회원제 운영을
통해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회원자격 및 기준, 할인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관리⋅운영, 마을 상징물 고안

혜택 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을 통한 홍보, 지역 및 외부의 각종 기관 및 단체와의 정기
적 교류, 팸투어 실시, 네트워킹 강화, 지역 유명관광지에

본 연구는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정선군의 농어
촌체험마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마을 홍보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여 농어촌체험⋅휴양

셋째, 지역 메인 관광자원과의 연계방안이다. 소규
모의 마을은 지명도가 있는 자원이 부족하므로, 주변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구성하고 있

유명관광지와 마을의 관광자원, 시설 및 프로그램을

는 사업의 구성요소로 관광자원(자연관광자원, 인문

연계하여,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을 마을로 유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관광자원), 관광사업(조직체, 시설 및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관광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

넷째, 메인상품과 보조상품의 결합 및 차별화방안

선책을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본

이다. 초기 1박 이상의 고객(장기체재객)이나, 재방문
객에게는 이익이 많은 상품의 판매를 위해 원가가 적은

주제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에도 기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선군의 일부의 지역의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상품은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기간도 짧아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지

들어 숙박 및 음식이 원가대비 이익률이 높다면 이들은
제 가격을 받고 상대적으로 원가가 낮은 체험프로그램

고 있다.

은 무료로 제공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수요창출
을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패키지상품 개발 시 숙박, 음식 및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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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손재영
급격한 농어촌환경의 변화와 농어촌의 기능 및 농어업개념의 변화에 따른 농어촌의 요구와, 새로운 관광을 모색
하는 도시민의 요구가 결합하여 농어촌관광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전국각지의 마
을에서 마을 및 지역을 단위로 다양한 농어촌 관광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대부분의 농어촌 마을들
은 농어촌관광에 필요한 하드웨어(숙박시설, 식당, 강당, 체육시설, 마을공동부지 구입)를 갖추게 되었으나, 농촌관
광의 경쟁심화와 같은 외부요인과 공동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주인의식 부족과 갈등심화, 운영체계의 미흡, 체험프
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 저하 소프트웨어의 부족 등과 같은 내부요인에 의해 일부의 마을을 제외한 많은 마을에서 사
업성과와 수익성이 매우 낮은 실정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정선군 3개 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조
직, 시설 및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사업성과, 관광자원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관찰과 지역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농어촌체험마을의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 보았다. 농어촌체험마을
의 문제를 법률과 연계하여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도농교류활성화”, “교육 및 전문인력
의 양성”,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
였다.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운영조직⋅인력 및 운영노하우 문제”, “관광수요문제”, “관광공급의 문제”로
정리하여 도농교류촉진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상기의 법률로 부족한 내용은 기타 활성화 방안
에서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농어촌관광, 농어촌체험마을(농어촌체험⋅휴양마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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