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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1.1.1. 1)1)1)1)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근로환경의 변

화 주 일 근무제도 정착 등으로 물질적이고 시간적인, 5 ,

여유가 생긴 도시생활자들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과 함께 여가 생활을 즐기며 생활의( ) ,餘暇

여유를 찾아보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도시생활에 대한 문제 인식과 자연에 대한 동경,

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 )憧憬

로 대두되면서 잠시나마 전원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는

대안으로 펜션 이 등장하였다 펜션은 운영자와(pension) .

이용자 모두에게 자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

는 하나의 문화적 패러다임 이라 할 수 있다(paradigm) .

펜션은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고급형 민박으

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혼잡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조

용하고 산수 가 뛰어난 농촌의 풍광 을 즐기, ( ) ( )山水 風光

며 정취 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 ) .情趣

획일화된 숙박형태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연인끼리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연환경과 전원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농촌 체험형 펜션을 선호 하게 되었다( ) .選好

이사 중부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 ,

펜션은 대부분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해안가 제주도, ,

등지를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포화상태이며 계절별로 이용률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 그러므로 수요 증대에 원활히 대응하고 소규모. ( ) ,需要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는 대도시에 인접된 지역으로서 도시인들의 욕구를 충

족시켜줄만한 입지 를 갖춘 곳을 선별하여 농촌에서( )立地

생활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농촌생활형 펜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 .思料

이러한 측면에서 금산군은 지리적으로 교통여건이 좋

으며 산수가 뛰어나고 대도시에 인접되어 있어 경제력, ,

있는 은퇴자 귀농자는 물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농촌지,

역에 생활하면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농촌생

활형 펜션의 입지로서 적지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適地

그러므로 본 연구는 년도 금산군 중장기발전계획2007

수립과정에서 각 읍면에서 제안한 관광레저산업의 한․
유형인 펜션의 종류별 입지에 대한 위치를 분석해 보고,

추후 금산군에서 추진할 펜션의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펜션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금산지역의 환경적 요소를 분석하여 각 읍면별․
로 적합한 농촌생활형 펜션의 유형별 입지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유입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보는데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

농촌생활형 펜션의 입지환경에 관한 연구농촌생활형 펜션의 입지환경에 관한 연구농촌생활형 펜션의 입지환경에 관한 연구농촌생활형 펜션의 입지환경에 관한 연구
금산지역을 중심으로금산지역을 중심으로금산지역을 중심으로금산지역을 중심으로- -- -- -- -

A Study on the Locational Condition of Rural Life Style Pensions
- Focused on the Geumsan Area -

도 용 호*

Do, Yong-Ho

Abstract

The Geumsan is contiguous to Daejeon and population is decreasing every year. Consequently, the population influx, and

securing source of revenue dimensional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of the establishment of a pensions plan for

the rural life style pensions research. The result is that Geumsan has a convenient traffic circumstance geographically and

is a clean area as the high-level area of solid water system. Also, Geumsan forms the mountainous area whose sea-level

elevation reaches to 2.5 times of the Chungcheongnam-do. Consequently, Geumsan has a suitable environment for locating

many kinds of pensions like the riverside village style, the mountain village style and the villa style, the country style, the

cafe style, experience style, theme style etc. So, Geumsan is found to be a suitable area to host 'rural life style' pensions,

because it has wide area, small population and nice environmental conditions.

키 워 드 펜션 농촌생활형 인구유입: , ,

Keywords : Pension, Rural Life Style, Population In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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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금산군의금산군의금산군의2.2.2.2. 환경적 특성환경적 특성환경적 특성환경적 특성1)

충청남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금산은 영호남의 관․
문 이며 금강수계의 상류지역으로 청정 한 수( ) , ( )關門 淸淨

계 와 해발고도 의 산지 로 이루어져 충남( ) 250m ( )水系 山地

평균의 배 정도 높은 산악군2.5 2)을 이루고 있다.

또한 대전시 충북전북의 개 군과 논산시에 인접해, 5․
있으며 눈벌들 배티재 등 임진왜란 전쟁 때 격전장, , , 6.25

이었던 칠백의총 이치대첩지 육백고지 전승탑 등 충절, ,

의 유적 이 많은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 ) ( ) .忠節 遺蹟

인삼시장 수삼센터 금산인삼쇼핑센터 등 전국인삼의 집, ,

산지 로서 전국 대 약초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 3 .集散地 3)

이처럼 금산군은 교통 금강 산악군 문화유적 인삼, , , , ,

약초 등 농촌생활형 펜션4)의 입지환경을 잘 갖추고 있음

에도 부리면 수통리 리버빌 펜션 한 곳 뿐일 정도로 친

환경적인 농촌형 펜션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금산군의 자연환경금산군의 자연환경금산군의 자연환경금산군의 자연환경2.12.12.12.1

금산은 지리적으로 금남정맥5)의 지류 가 금산군( )支流

의 중앙부를 지나고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약 의1,625km

백두대간이 지나고 있어서 이 양대 산맥의 가운데에 큰

분지 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산릉선을 사이에 두고( ) .盆地

대전광역시로 통하는 태봉재는 금산군 교통량의 약 를80%

차지하고 있을 만큼 대전과 금산간 유동인구가 많다.

금산군의 하천 은 옥천으로 흐르는 서화천 영동( ) ,河川

으로 흐르는 천내리의 천내강 대전광역시 서대전으로 흐,

르는 유등천 논산시로 통하는 벌곡천 남이면 건천리를, ,

지나 완주군으로 흐르는 장산천이 금산군의 대 하천으5

로 꼽힌다 그중 금강 지류 를 형성하고 있는 천내. ( )支流

강은 수량 이 풍부하여 금강의 젖줄이라 일컬을 만( )水量

하며 금산지역에 발달해 있는 분지들은 대부분 천내강이,

합류하는 봉황천을 끼고 형성된 것들이다.6)

1) 금산군청 홈페이지 참조.

2) 동쪽은 추부면의 서대산 제원면 천앙산 국사봉(904m), (502m),

부리면 성주산 양각산 이 충북과 경계를(667m), (624m), (567m)

이루고 서쪽은 남이면 서대봉 진산면 오대산, (759m), (569m),

대둔산 이 전북 완주군 충남 논산시를 분리하고 있다(878m) , .

남쪽은 부리면 기봉 갈선산 수로봉 남(537m), (456m), (505m),

일면의 덕기봉과 갈미봉 등이 전북 무주군과 진안군을(495m)

가르고 북쪽은 복수면 안평산 추부면 만인산, (470m), (537m),

지봉산 등이 대전시 옥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464m) , .

3) 금산의 인삼은 연평균 거래액이 톤 억 원 연간 억128 43 ( 3.106

원 에 이르며 일 톤 억 원 이상이 거래된다) , 1 66 , 6 .

4) 농촌생활형펜션이란 영리만을 목적으로 건립하여 임대 혹은

성수기에 이용하고 비성수기에는 비워두는 펜션이 아니라 귀

농자 퇴직자 등이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하거,

나 농가주택을 지어 생활하면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도시화

된 민박집의 개념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5) 금남정맥 은 전주의 동쪽 마이산 에서 시작( ) (667m)錦南正脈

하여 북쪽으로 대둔산 계룡산 을 거친 후 서쪽(878m), (828m)

으로 망월산을 지나 부여 부소산에서 끝난다.

6) 천내강의 가장 큰 지류인 봉황천의 길이는 로써 주변에45㎞

제원면 군북면 금성면 남일면 남이면 금산읍이 포함되며, , , , , ,

따라서 금산지역은 아름다운 산세 와 하천을 중심( )山勢

으로 산촌형 강촌형 등 자연과 어우러진 농촌생활형 펜,

션을 조성하기에 이상적인 입지환경을 갖추고 있다.

지형지세와 더불어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자연요소인 금산군의 기후는 한반도 남단의 가장 내륙지

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 내륙형 기후로 분류되

며 산악 지대로 이루어진 까닭에 한서 의 차가, ( ) ( )山岳 寒暑

크고 지형성 강우량이 비교적 많은 것이 특징이다, .

금산지역은 등온선 상 연평균 기온이 로( ) 11.8等溫線 ℃

남부형에 속하며 온대 에 가깝지만 여름철에는 고, ( ) ,溫帶

온다습한 양상을 띤다 강수량은 연평균 약 대전. 1,300 (㎜

로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 에 비해 많은1,200 ) (1,159 )㎜ ㎜

비가 내리는데 그것은 금산지역이 여름철에는 고온다습

한 해양성 기후인데다 산악군으로 된 분지( ) (高溫多濕 盆

를 이루고 있어 지형성 강우 가 많기 때문이다) ( ) .地 降雨

금산지역은 여름철의 집중 호우 와 심한 한서( ) (豪雨 寒

의 차 그리고 경사가 급한 산악지형이 끊임없는 침식) ,暑

작용을 받아 정적토가 많다 더욱이 금산군의 밭은 인삼.

경작 때문에 경사도가 전국에서 가장 급하고 척박하여

그 색깔은 백색에 가까운 강한 산성의 정적토들이다 따.

라서 금산은 옛 부터 토양 의 영향으로 곡물보다는( )土壤

특수작물인 인삼 생약초 등을 많이 재배하였다, .

그러므로 금산은 타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연환

경과 인삼약초 편리한 접근성 등을 기반으로 건강 웰, ,․
빙을 주제로 한 농촌체험형 펜션의 입지로 적합하다.

금산군의 인문환경금산군의 인문환경금산군의 인문환경금산군의 인문환경2.22.22.22.2 7)

금산군은 서북쪽으로는 대전광역시와 논산시에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전북 완주군과 무주 진안이 있으며 동, , ,

쪽으로는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이 맞닿아 있다 그러므로.

크게 보아서 금산군은 대전 충남 충북 전북 등 개, , , 4

시도의 중앙지대에 위치하며 작게 보면 산 능선을 경,․
계로 하여 개 광역시 개 시 개 군과 인접하고 있다1 , 1 , 5 .

금산군의 총 면적은 약 로 충청남도576 (8.699 ) 15㎢ ㎢

개 시군 중에서는 번째일 정도로 넓은 지역이다7 .․
금산군의 행정구역상 읍 개 면의 면적 인구수 세대1 9 , ,

수 등을 살펴보면 표 과 같으며 면적은 평균 에1 , (52.39 )㎢

미치지 못하지만 금산읍 에 거주하는 인구, (21.57 ) (23,714㎢

명 및 세대수 세대 가 가장 많다, 40.63%) (8,724 , 37.10%) .

반면 금산읍의 배 이상의 면적으로 가장 넓은 면적, 4.5

을 차지하는 남이면은 진악산이 거의 대(98.19 , 17.04%)㎢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수 명 와(2,304 , 3.95%)

세대수 세대 를 비교해 볼 때 면적에 비해 거(1,029 , 4.38%)

주인구가 가장 작은 지역이다.

봉황천은 나뭇가지 모양으로 여러 개의 지류가 뻗어 광대한

침식분지를 형성 금산의 대 곡창지대인 제원분지와 금성분, 3

지를 이루고 금산지역의 개 분지 중 개 분지와 접해 있다, 11 7 .

7) 금산군청 기획감사실 년 말 정보통계자료 참조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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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수 가 뛰어나면서도 거주인구가 감소하( )山水

고 이농자 들이 늘어 빈집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 ( )離農者

심으로 각 지역만의 입지환경적인 특성을 반영한 농촌생

활형 펜션을 조성하는 것도 인구유입과 농가소득증대 차

원에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표 금산군의 읍면별 현황 년 말 기준1. (2006 )

금산군의 인구는 명 인구밀도는 명 으로58,369 , 101.3 /㎢

서 세대 세대당 명 이다 전입 은 명23,512 ( 2.5 ) . ( ) 6,596 (1轉入

일 명 이며 전출 은 명 일 명 으로서18.1 ) , ( ) 7,236 (1 19.8 )轉出

전입보다 전출이 많다 출생 역시 명 일 명 이지. 459 (1 1.26 )

만 사망은 명 일 명 으로서 출생보다 사망인구가, 654 (1 1.79 )

더 많아서 매년 거주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금산군의 연도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표 와 같이2

년에 비해 매년 거주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2001 , 5

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의 인구가 감소하였음을 알7.86%

수 있다 반면 세대수는 년 대비 매년 증가하여 최근. 2001

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의 세대가 증가하였음을 알5 4.24%

수 있다 이것은 가구당 거주인원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

만, 인근 도시로의 이농 현상으로 금산군 관내 빈( )離農

집이 늘어난 원인도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경관을 저해,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빈집을 활용한 전원형,

별장형 등의 펜션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연도별 인구변화2.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구수 63,345 61,704 61,256 60,620 59,014 58,369

비율 100 97.41 96.70 95.69 93.16 92.14

증감 0 -2.59 -3.30 -4.31 -6.84 -7.86

세대수 22,556 22,510 22,935 23,479 23,499 23,512

비율 100 99.78 101.68 104.09 104.18 104.24

증감 0 -0.22 +1.68 +4.09 +4.18 +4.24

금산군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표 과 같이, 3 60

세 이상의 노인층이 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계층26.95% ,

으로 볼 수 있는 대는 정도를 차지하고 있20 40 12 14%～ ～

다 또한 남녀의 구성비 역시 대까지는 여성에 비해 남. 50

성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대 이상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60

남성에 비해 정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41% . , 20 30～

대에서 그리고 대에서 남녀의 구성비가 많은 차이를40

보이는 것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주는 자료로서 결혼하

지 못한 남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연령별 인구분포 금산군 통계연보 참조3. (2007 )

구분 계 남 여

세 이하10 4,984(8.66%) 2,598 2,386

세 이하20 5,859(10.18) 3,115 2,743

세 이하30 7,612(13.23%) 4,329 3,283

세 이하40 7,380(12.82%) 4,210 3,170

세 이하50 8,371(14.54%) 4,560 3,811

세 이하60 7,836(13.62%) 3,972 3,864

세 이상60 15,511(26.95%) 6,426 9,085

합계 57,553 29,210 28,342

펜션 의 고찰과 금산의 입지환경펜션 의 고찰과 금산의 입지환경펜션 의 고찰과 금산의 입지환경펜션 의 고찰과 금산의 입지환경3. (pension)3. (pension)3. (pension)3. (pension)

펜션의 유래와 의미펜션의 유래와 의미펜션의 유래와 의미펜션의 유래와 의미3.13.13.13.1 8)

펜션의 의미는 연금 은급 의 뜻으로 유럽‘ ( ), ( )年金 恩給

의 노인들이 연금과 민박경영으로 여생 을 보내는( )餘生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9) 서양식 민박이라 할 수 있

는 펜션10)은 유럽에 오래 전부터 있었던 민박풍의 작은

숙소로 가족경영에 의한 서비스가 특징이며 호텔과 콘도,

의 중간형태로 주위환경과 친화력이 뛰어나고 주인과 숙,

8) 참조http://www.reportworld.co.kr/static/144/F143888.html .

9) 은급이란 정부가 퇴직한 관리http://cafe.daum.net/happy5678,

중 조건을 갖춘 자에게 평생 지급하는 연금.

10) 펜션은 고대 그리스의 여러 도시에서 여행자에게 빵과 포도

주를 무료로 제공하는 간이식당이라는 뜻에서 생성되었고‘ ’ ,

최초의 민박은 호혜 를 베푸는 환대정신에서 출발하였( )互惠

으나 세기경 화폐가 출현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생활6 ,

이 활기를 띠게 되어 민박은 간이숙소 영업으로 변화되었다.

그림 1 금산군 지역관내도.

구분 면적( )㎢ 인구 명( ) 세대수 호( )

금산읍 21.57(3.74%) 23,714(40.63%) 8,724(37.10%)

금성면 34.77(6.03%) 4,433(7.59%) 1,887(8.03%)

제원면 64.28(11.15%) 3,477(5.96%) 1,446(6.15%)

부리면 66.43(11.53%) 3,391(5.81%) 1,502(6.39%)

군북면 58.09(10.08%) 2,839(4.86%) 1,181(5.02%)

남일면 47.14(8.18%) 3,131(5.36%) 1,307(5.56%)

남이면 98.19(17.04%) 2,304(3.95%) 1,029(4.38%)

진산면 80.51(13.97%) 3,851(6.60%) 1,763(7.50%)

복수면 56.23(9.76%) 3,978(6.82%) 1,702(7.24%)

추부면 49.08(8.52%) 7,251(12.42%) 2,971(12.64%)

합계 576.29㎢ 명58,369 호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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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들 간의 인간적 교류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펜션은 개인 별장과 같은 아늑함과 가족적인 분위기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레저숙박시설로서 바닷

가 산 호수주변 계곡 등 전망이 좋은 지역에 집중되어, , ,

있으나 점차 주제가 있는 테마형 펜션이 등장하면서 관

광지가 아닌 농어촌지역에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는 펜션이 레저단지 주변뿐만 아,

니라 도시 농어촌까지 파고들고 있어 모든 숙박 수요, ․
의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다( ) 35% .需要

초기 유럽에서 정착된 펜션은 년대 일본에 처음으1970

로 도입되어 전국의 관광지 등에 개 이상의 펜션이3,000

성업 중이어서 현재는 마을의 주 소득원으로서 지( )盛業

역경제에 주요사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외국의 펜션사례외국의 펜션사례외국의 펜션사례외국의 펜션사례3.23.23.23.2 11)

유럽 지역에서는 주로 고풍스러운 성 과 옛 건물들( ) ,城

별장을 이용한 고급형태의 민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프

랑스에서는 이를 팡시온 이라 부르며 영국에서는(pension) ,

라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게스B&B(bed & breakfast) .

트하우스 호텔 인 롯지 팜스테(gest house), , (inn), (lodge),

이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대부분 주(farm stay) ,

인가족의 직영체제이면서 정서 의 교류와 테마성이( )情緖

강한 숙박시설로 이용된다 이러한 유럽의 펜션이 미국이.

나 캐나다에서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호주나B B ,＆

뉴질랜드에서는 롯지 가 펜션과 유사한 형태로 운(lodge)

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형태로 도입되면서 관광지. B&B

에서 숙박 목적의 관광형과 농장에서 농사체험이나 자연

생태체험 등의 테마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 펜션의 특징은 레스토랑을 펜션의 부대시설로 갖

추고 있어서 숙식을 동시에 해결을 할 수 있으며 규모에,

상관없이 독특한 문화와 테마를 갖추고 있다 단순히 잠.

만 자고 가는 고급민박이 아닌 호텔의 운영시스템과 수

준을 갖추고 호텔보다 성업 중인 곳이 많다 유럽에서 펜.

션은 우리나라와 같은 틈새산업이 아니라 전 숙소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숙박산업이다.

영국과 프랑스 지역에서는 년대부터 정부차원에서1960

농가 소득증대 및 농촌 환경보전 차원에서 농촌관( )農家

광 일명 그린 투어리즘 을 육성하여 전국(green tourism)

적인 조직으로 확대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

펜션사업의 관련제도와 전망펜션사업의 관련제도와 전망펜션사업의 관련제도와 전망펜션사업의 관련제도와 전망3.33.33.33.3

펜션사업의 관련제도펜션사업의 관련제도펜션사업의 관련제도펜션사업의 관련제도(1)(1)(1)(1) 12)

우리나라에서는 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2001 ‘ ’

서 도입된 제도로서 제주도 펜션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

일반회원에게 분양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초기

자금회수가 용이하다 그러나 수도권 및 강원도 등 기타.

11) http://blog.daum.net/787cc/3158657

12) 제주도개발특별법 한시법 참조( 2001.12.31) .

지역에서 펜션업의 활발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새로운 개념의 레저숙박시설로 부상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펜션업‘ ’ 37

은 관광객의 숙박 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원하는 사람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는 업 을 펜션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객실( ) .業

개 이하이고 신고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제주도의10 , .

경우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 엄격한 기준과 절차‘ ’ ,

승인과정을 거쳐 펜션사업이 가능하며 융자도 가능하다, .

반면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펜션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녹지, , ,

지역 내 농지 나 임야 를 구입하여 대지 전용( ) ( )農地 林野

허가를 받으면 펜션을 지을 수 있다.

현행 공중위생법상 읍면지역은 방을 개 이상 두고‘ ’ 7 ,․
영업하면 숙박시설로 간주돼 준농림지에 들어설 수 없는

등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별다른 규제가 없는 민박 형태.

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을 최대 개까지만 계획하는6

것이 유리하다.13)

펜션사업의 전망펜션사업의 전망펜션사업의 전망펜션사업의 전망(2)(2)(2)(2)

소득수준 향상과 근무환경 변화로 단순한 휴식이나 기

업의 단체문화 단순관광의 레저문화에서 단체 또는 가족,

중심의 체험형 휴식문화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농촌생활형 펜션은 이러한 여가생활을 즐기며 삶의 질,

을 높이려는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대안 중 하나

이다 따라서 이색적인 숙박과 문화적인 체험이 결합된.

새로운 레저시대에 적합한 유망사업으로 펜션은 시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이며 안정적,

인 수익과 전원생활을 함께 영위 할 수 있는 새로운( )營爲

유형의 사업이다.14)

펜션을 이용하려는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펜션투자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펜션은,

수익형 부동산이므로 이용객을 고려한 입지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펜션을 아무리 잘 짓더라도 찾는 사람이 없으.

면 무용지물이므로 산 강 바다 온천 스키장 휴양림 등, , , , ,

이용객이 선호 하는 장소가 좋다( ) .選好

펜션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이용률을 높이는 것인데 그,

러려면 가급적 특정 계절에만 수요 가 몰리는 지역( )需要

은 피하는 게 좋으며 주변의 자연경관 문화유적 농특산, , ,

물 등과 연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13) 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리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제 조 관2

련 참조 연면적 평 이상 객실수 실 이상 펜션은 의무적. 45 , 8

으로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

방과 위생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전체 매출액 중, 20 30%～

를 세금으로 내야하므로 사업성이 떨어진다 부지면적 평. 200

이상에 연건평 평 이상이면 가구 주택에 해당한다45 1 2 .

14) 국내 펜션 수는 백여 개 년 기준 로 년 말까지는5 (2006 ) 2007

여 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정통펜션은1000 .

약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 가50% .

장 많으며 제주 경기 충남 경남에 주로 분포돼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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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의 종류와 금산의 입지환경펜션의 종류와 금산의 입지환경펜션의 종류와 금산의 입지환경펜션의 종류와 금산의 입지환경3.43.43.43.4

일반적으로 펜션 입지는 서울에서 거리가 먼 스키장,

계곡 주변 해안가 제주도 등의 지역들만이 유망 한, , ( )有望

것으로 알려져 도시생활에 젖어 있던 펜션사업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금산지역의 생활권은.

완벽하게 도시권에 속해 있으며 대전에서 불과 분 거, 30

리에 입지하면서도 천혜 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 )天惠

는 지역이므로 이런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보기 드문 위치에 입지해 있는 지역이다.

금수강산 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금산( )錦繡江山

은 워낙 넓고 높은 산악군으로 국내 최대의 인삼( ) ,錦山

교역지이지만 인삼과 관광을 연계시키기에는 뭔가가 부

족했다 그러나 건강 웰빙 이라는 단어가 세. , (wellbeing) 21

기의 중요한 화두 로 떠오르면서 건강식품인 인삼의( )話頭

집산지 금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명실상부한 웰

빙 여행지로 주목 받고 있다 금산은 무주리조트와는 인.

접해 있고 대전 통영 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수요 증가, ～

가 예상되는 최상의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이.

용대상15)을 기업 대학생 연인 가족단위의 계층으로 볼, , ,

때 충남 서해안지역을 제외하고 내륙에는 펜션이 거의

없으며 금산군에는 한곳밖에 없다 따라서 금산지역은, .

산수 가 뛰어나고 교통이 편리하며 대전시의 배후( ) , ,山水

도시로서 소규모 농촌생활형 펜션에 적합한 지역이다.

펜션의 유형16)별 특성과 운영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금

산군의 적정지역을 살펴보면 표 와 같다4 .

금산군의 읍면별 입지환경금산군의 읍면별 입지환경금산군의 읍면별 입지환경금산군의 읍면별 입지환경4.4.4.4. ․․․․ 17)과 펜션유형과 펜션유형과 펜션유형과 펜션유형

금산은 인삼약초 바이오 산업의 거점지로서 웰빙(bio)․
시대에 발맞춰 인삼과 약초를 연계하여 인삼약초천․ ․
혜의 자연환경이 공존 하는 쾌적한 건강도시를 조성( )共存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코스가 빈약하

며 체류형 관광이 아니고 단순 방문하여 인삼약초를, , ․
구입하는 정도여서 관광지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순관광이 아닌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관

광단지를 조성하여 음식도 먹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건강명소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농간 교류를 위해 농촌체험형 마을로․
지정하여 운영 중인 추부 깻잎마을 홍도인삼마을 바리, ,

실마을 수통골 등과 연계하여 직접 농촌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고 테마가 있는 농촌생활형 펜션을 계획해보는 등,

읍면별 입지환경을 고려하여 체류 할 수 있는 펜( )滯留․
션유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15) 경기도 지역의 펜션 수요는 연인 기업 워크숍 가족 순으로, ,

많고 강원도는 가족 연인 기업 워크숍 순으로 이용 빈도가, ,

높다는 통계는 연인들이 자주 찾는 곳에 가족을 겨냥한 펜

션을 지으면 투자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16) http://blog.daum.net/martino48/9205321

17) 금산군 금산이 아름답다 금산의 아름다운 건축물 참조, , .

표 펜션의 유형과 금산군의 적정지역4.

구분 펜션의 유형별 특성 적정지역

별장형

펜션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이며,

주변경관이 수려한 곳이 좋다 임대목적.

이 아니고 본인이 별장으로 이용하다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타인에게 임대해주는

형식으로 고급스러움 편리함 청결함 안, , ,

락함 등을 느낄 수 있으며 가족단위나,

단체여행객이 사용하기에 알맞다.

대둔산근처의

진산면 서대,

산 남쪽의 군

북면 남이면, ,

금강 상류의

부리면 제원,

면 등이 적합

하다.

농원형

펜션

가족이나 이웃끼리 과일 채소 등을 가꾸,

고 수확할 수 있는 체험형 펜션으로 기,

존의 농원 목장 과수원 양식장 화원 수, , , , ,

목원 등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건

물과 시설을 펜션으로 전환하여 주말농장

의 개념과 고급스러운 숙박을 결합시켜

운영하는 형태로 자연 친화적이며 체험,

위주의 펜션이다 여행자에게 주말농장과.

같은 색다른 현장경험을 제공한다.

금강 수계(水

와 인접하)系

여 넓은 분지

를 형성하고

있는 남일면,

남이면 부리,

면 군북면, ,

제원면 등이

적합하다.

카페형

펜션

아름다운 풍경과 향기로운 차 와 감미( )茶

로운 음식이 어우러진 펜션으로 카페나

식당과 펜션이 결합된 형태이다 카페형.

펜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적한

위치에 적정한 규모로 최고의 분위기와

맛 최고의 서비스를 잘 결합시켜야 한다, .

자연의 호젓함과 카페 이용으로 색다른

분위기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주변 유동인

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

은 곳에 인접

한 복수면,

진산면 추부,

면 등이 적합

하다.

전원형

펜션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수익과 여

가를 함께 즐기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

으나 편안한 전원생활을 하면서 투숙객들

과의 교류를 즐길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펜션으로 노후 를 전원에서 즐기려( )老後

는 사람들이나 가족단위로 운영하면서 주

변의 텃밭과 자연경치를 만끽하고 여행,

자들에게 전원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형태의 펜션이다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

지만 주인이 상주 하면서 운영되기( )常住

때문에 가족을 대하 듯 섬세하고 포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름다운 산

수 로( )山水

주변 풍경(風

이 뛰어난)景

남이면 복수,

면 제원면, ,

부리면 군북,

면 등이 입지

적으로 적합

하다.

레저형

펜션

레저 활동을 즐기는 고객이 주로 사용하

는 유형으로 스키장 낚시터 등산코스 골, , ,

프장 래프팅 서바이벌 게임 하이킹코스, , ,

주변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객이.

주로 운동이나 레저를 즐기는 유형이므로

펜션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 시설적인 면

에서 고급스러움보다는 실용적인 면을 강

조하는 것이 좋다 단체나 동호인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족 연인 단위 이외에,

단체객을 위한 공간도 고려해야 한다.

등산 골프, ,

래프팅 등이

가능한 복수

면 진산면, ,

제원면 남이,

면 부리면, ,

군북면 등이

적합하다.

테마형

펜션

테마형 펜션은 이색적인 숙박과 문화적인

체험이 결합된 유형으로 펜션 사업주나.

운영자가 시인 화가 예술가 혹은 취미, , ,

이상의 예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운영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용객들 또한 본인

의 취미나 관심분야에 맞는 여행을 즐길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배우고 만든 작, ,

품을 가져올 수 있는 특색 있는 체험여행

과 숙박을 즐길 수 있다.

문화유적이

산재 된( )散在

곳과 농촌체

험마을을 연

계할 수 있는

금성면 금산,

읍 군북면, ,

추부면 등이

적합하다.

단지형

펜션

단독형 펜션은 상대적으로 보안이나 편의

시설 이벤트 등이 부족해 펜션 수익원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에는 펜션 밀집지역들

을 중심으로 적게는 가구부터 대형20 30～

펜션단지가 등장하고 있다.

대전과 인접

한 추부면 서

대산은 관광

레저단지로

조성하기 적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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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읍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금산읍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금산읍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금산읍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4.14.14.14.1

금산읍은 건강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인삼약초라는․
좋은 건강식품과 연계할 수 있는 건강을 테마화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와 함께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 ,

하여 관광분야를 특화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 .特化 18)

따라서 금산읍에서 발전방향으로 제시한 조종산성 복

원 임희재 생가복원 옛 농기구와 골동품박물관과 문화, ,

산업의 큰 이슈인 영화박물관 건립 등을 통해 관광객유

치 및 영화산업의 메카로서 인삼약초와 연계한 펜션사․
업을 육성하기에 좋은 환경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이러한.

역사자원의 복원 을 통한 관광명소 개발 및 인삼( )復原 ․
약초와 더불어 연계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건강과 역사문화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
광 콘텐츠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특히 금산군 인구의 가 거주하는 금산읍은 관광, 40.6%

객의 체류시간이 짧음으로 새로운 체류형 관광코스개발

을 위해 기존의 재래시장 일장 수삼센터 인삼국제시장(5 ), ,

등과 연계한 건강 체험 토속음식 도농 교류 농산물, , , ․
직거래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금성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금성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금성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금성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4.24.24.24.2

금성면은 대전 통영 고속도로 국도 호 대전선 호, 17 , 68～

전주선 등으로 주변에서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이다 금산.

군 개면 중 최대의 경지 와 최소 비율의 임야로 이9 ( )耕地

루어진 면 답게 주 소득원은 깻잎 인삼 과수 약초( ) , , , ,面

유기농 시설원예 등 친환경 재배단지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칠백의총 임진왜란 격전지였던 눈벌들 위, ,

성통신지국 금성산 소나무 숲 진달래 철쭉동산 등 풍부, ,

한 산림자원과 역사문화유적지 등이 많은 지역이므로․
이와 연계한 도농간 교류를 통한 웰빙 건강(wellbeing)․
테마 형 펜션사업이 적합한 지역이다 그러나 교(themes) .

통의 편리성으로 인해 체류시간이 짧은 지역으로 인접된

금산읍 추부면 등과 연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

제원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제원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제원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제원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4.34.34.34.3

금산군의 곡창지대로 불리는 제원면은 넓은 들과 산,

강을 가진 깨끗한 환경의 청정지역이며 관광자원은 많으,

나 활용하지 못하고 관광객 유치 및 방문객들이 쉬고 즐, ,

길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다.

년대 여명이었던 거주인구가 년 말 기준1960 13,000 2006

명에 불과한 고장으로 넓은 면적과 금강유역 동남부3,477

권역에 금강과 천태산 주변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원면은

전원형 별장형 테마형 레저형 펜션 등을 조성하기에 적, , ,

18) 금산읍 중도리 금산인삼약초시장은 전국 인삼의 가 거80%

래되는 인삼의 집산지로서 금산수삼센터 금산인삼국제시장, ,

금산인삼쇼핑종합센터 등 개의 대형 상점이 있다 이곳을5 .

찾는 대다수 방문객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 든 인삼 도매상

과 현지에서 저렴하게 인삼을 구입하려는 관광객들이며 국,

내에서 드물게 인삼 일장 일 도 열린다5 (2, 7 ) .

합한 곳이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개천 에 버들치가. ( )開川

살아 급수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명곡 리 바리실 마을1 2

가구 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67 ) 19) 스님의 밥주발인 바, ‘

리를 닮았다해서 부처봉이라 하며 봉우리 봉의 산세’ , 6 (山

가 마을을 내려다보는 형국 이다) ( ) .勢 形局 20)

특히 월영산 구름다리 및 번지점프장 조성이 적합한,

지역이며 낙후된 신안리의 경우 수려 한 자연경관, ( )秀麗

과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휴양

림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수목․
원 등산로 등과 연계한 소규모 펜션사업을 통해 농외소,

득증대와 이농 방지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 .離農

부리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부리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부리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부리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4.44.44.44.4

부리면은 천혜 의 자연자원인 금강과 양각산 그리( )天惠

고 금산 경인 적벽강과 귀래정 장금정 드라마 대장금8 , (

촬영지 등이 있어 최고 관광명소로서의 여건을 지녔음에)

도 불구하고 도로조건이 좋지 않아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으나 발전 잠재력이 풍부하여 앞으로 금산을 대표하는

관광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금강 최상류에 위치하여 여름 피서철에는 인근에서 행

락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부대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쉬

어가는 지역이 아니라 거쳐 가는 곳 정도이다 따라서 부.

리면이 지니고 있는 지리 생태 역사 문화적 자원을 격, , ,

조 있고 특성 있게 개발하고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체, ,

험 학습 휴양을 연계한 전원형 별장형 펜션과 금강변, , ,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레저스포츠로

서 래프팅 서바이벌게임 번지점(rafting), (survival game),

프 등과 연계한 테마형 레저형 펜션이 적합한 지역이다, .

특히 수통리 그림 는 외부로부터 접근성이, ( 2) 떨어지지

만 이로 인해 자연환경의 보존상태는 매우 우수한 곳으,

로 금강이 흐르는 곳에 마을이 있다해서 수통골 수통‘ ’ ,

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접근성이 떨어( ) .水桶

지고 개발에서 소외됐다는 점에서 금산지역 최대의 자연,

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다.21)

19) 바리실마을의 명품은 사과로서 월에 열리는 사과 맛보기10

대회에는 사과로 만든 사과떡 사과튀김 사과술 사과김치, , , ,

사과고추장 등 여 가지의 진기한 식품이 있다10 .

20) 바리실의 실자는 과일 실 이라서 스님의 욕심 없는 바리‘ ’ ( )實

에 과실이 가득 담겨 부자가 되라는 뜻이다‘ ’ .

그림 부리면 수통마을 위치도와 전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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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산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진산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진산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진산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4.54.54.54.5

진산면은 대둔산 자락에 천혜의 자연환경과 귀중한 문

화유적22)이 분포하며 부락별로 땅두릅 등 주요 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지리상 대전 논산 전북 완주군과 인접한. , ,

진산면은 대둔산을 찾는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나가는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적 특색에 맞는 관광자원

과 문화유적지를 활용하여 대둔산 도립공원과 연계한 자

연 휴양형 카페형 체험형 펜션을 조성하고 지리적 요충, , ,

지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전제로 증가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농촌생활형 펜션을 조성한다면 이농 을 줄이( )離農

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지역이다, .

남일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남일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남일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남일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4.64.64.64.6

남일면의 거주인구 는 명 세대로서(2007. 10) 3,021 , 1,325

가장 큰 문제로는 거주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일손부족,

등으로 빈집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 학생수가 부족하다보니 폐교가 되고 있다.

그러나 남일면 중심부를 따라 푸르고 맑은 봉황천이

흐르고 있어 깨끗한 고장으로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청

정지역23)이며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충절의 고장으로 황,

풍사 숭모사 정충사 정의사 등 군내 최대 사우 가, , , ( )祠宇

현존하고 있다 따라서 아름다운 풍광 을 소재로 폐. ( )風光

교를 리모델링하여 기업 연수원 등으로 활용하고 빈집을,

전원형 펜션 농촌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위한 농촌,

생활형 펜션 등으로 리모델링한다면 정적인 마을에 사람,

들의 왕래로 생기가 도는 마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일면 마산줄기는 패러글라이딩 을, (fair gliding)

하기에 안성맞춤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고 주변,

경관도 잘 꾸며져 있어 스포츠 와 아름다운 경관(sports)

을 접목시킨 테마형 펜션도 가능한 지역이다( ) .景觀

또한 신정리 진악산 아래 홍도화의 꽃길 따라 자리 잡

은 홍도인삼마을은 도시인의 고향 같은 마을이다 홍도인.

삼마을에서는 인삼뿐만 아니라 쌀 배는 물론 콩을 직접,

재배하여 만든 전통된장을 생산하고 있어서 가족과 함께

농장체험도 하고 무공해 청정 농산물 생산과 함께 고향,

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농촌체험형 펜션의 적지이다.

남이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남이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남이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남이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4.74.74.74.7

남이면은 금산군에서 면적은 제일 넓고 인구는 가장,

적은 지역이다 또한 노인인구 중 세 이상이 로 금. 65 33%

산군 평균 의 배 전국평균 의 배에 이(19.6%) 1.9 , (9.5%) 3.2

르는 초고령화 마을로서 이농현상에 따른 인구감소로 마

21) 부리면은 멸종위기종인 수달을 비롯해 너구리 원앙 쏘가리, ,

등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은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22) 진산면은 이치대첩지 임진왜란 때 육전 최초의 승전지 윤( ),

지충 생가터 년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유진산 생가 진(1791 ), ,

산향교 태고사 등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고장이다, .

23) 남일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 공장이 건립될 수 없다.

을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초고령 인구증가로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인삼의 종주.

지로서 전국 최초로 인삼을 재배한 개삼터가 있으며‘ ’ , 12

폭포 보석사 남이자연휴양림 등 청정의 고장이다, , .

남이면은 경관이 수려 하고 한적하여 귀농인 은( ) , ,秀麗

퇴자들이 이주하여 생활하기에 좋은 곳으로 별장형 전원,

형 농원형 펜션이 적합한 지역이다 특히 빈집을 활용한, . ,

농촌생활형 펜션 등으로 리모델링 하여 활용(remodeling)

할 수 있다면 마을 경관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 .景觀

군북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군북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군북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군북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4.84.84.84.8

군북면 호티지역은 외부로부터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오지 로서 개발이 되지 않은 청정지역이므로 난개발( )奧地

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자전리는 전국최고의 자연생태보존 우수지역이.

며 전국최대 산벚나무 군락지이다 보곡산골을 중심으로, .

문화예술가 및 학자가 다수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명지목 전문가마을 두루골 한방타운 보광리, ,

은퇴자마을 등과 연계하여 전원형 별장형 펜션이 적합한,

지역이다 또한 건강장수마을인 내부리 온천발굴지역의.

경우 건물형 온천을 벗어나 온천과 삼림욕을 동시에 즐

길 수 있는 숲속의 온천 테마단지를 조성하여 이용자들

의 취향에 맞는 약초를 골라 온천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테마형 온천과 펜션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신안 리 일대는 남한의 중심부로서 남방계열과, 2

북방계열의 나비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년 환경부로2004

부터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되었으며 국내에서 가장‘ ’ ,

많은 종 의 나비 약 여종이 서식하고 있다 년( ) 100 . 2003種

부터 민간자본에 의해 나비보존센터 건립이 추진되었으‘ ’

나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이와 연계한 자연체험,

과 테마형 펜션을 조성한다면 금산군의 또 다른 상징적,

관광산업의 토대 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土臺

복수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복수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복수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복수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4.94.94.94.9

복수면은 대전광역시와 인접지역으로 금산군의 최북단

에 위치하여 유등천이 관내중심부를 흐르고 있어 여름철

휴식처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한우 딸기 땅두릅, ( ), , ,韓牛

들깻잎 등 도시근교농업의 발달과 여개의 중소기업체90

가 입주해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배후지역으로 전원. ,

형 카페형 업소 여개가 성업 중이어서 향후 외식타운, 80

이 조성될 경우 카페형 펜션이 적합한 지역이다.

이처럼 복수면은 많은 중소기업과 요식업이 밀집된 지

역임에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농촌인구의 고,

령화로 친환경적인 농업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대전광역시와 면해있어 사업장은 복수면에 위치

해 있지만 생활은 대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향후,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관내 거주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incent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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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부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추부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추부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추부면의 입지환경과 펜션유형4.104.104.104.10

추부면은 대전과 인접된 지역으로 중부대학교가 위치

해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도로,

망의 정비가 미흡하다 교육 문화 생활편익이 충족되는. , ,

읍 급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추부깻잎( )邑 24) 포도 배, ,

등 지역 농특산물의 재배 가공 제조 유통 등 클러스터, , ,

를 구축하고 대학타운을 조성한다면 인구유입(cluster) , ,

및 주민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25)

추부깻잎마을 그림 의 깻잎따기체험은 품질과 맛이( 3) ‘ ’

뛰어난 신선한 추부깻잎을 직접 따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두부 만들기 새끼 꼬기 등의 전통문화체험 등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추부면에는 곳곳에 만인산 휴양림 서대. ,

산 황금철쭉 등 볼거리도 풍부하며 먹을거리의 고장답게,

마을에는 추어탕 집 수십 곳이 성업 중이다.

또한 산세가 험준하고 기암괴석이 많은 자연 그대로의,

서대산에 조성 중인 서대산 드림리조트개발과 전원주택,

펜션 단지 등 특성화 방안도 십여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

는데 과감한 행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대전시의 배후도, ,

시 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背後都市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이상과 같이 금산군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농촌생활형

펜션의 입지환경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금산지역은 편리,

한 지리적 조건 아름다운 자연경관 인삼약초깻잎, , ․ ․
등 농특산물 산재된 문화유적 인삼축제 등 볼거리 먹을, , ,

거리가 풍부한 반면 인구감소와 초고령 인구의 증가로,

농가소득이 줄고 이농으로 인한 빈집 폐교 등은 농촌지, ,

역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사통팔달의 교통조건으.

로 방문객은 많지만 농촌형 숙박시설부족과 체류시간이,

짧아서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건강과 웰빙을 선호하는 현대인들이 늘어

나면서 도시근교의 농촌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

24) 추부깻잎은 전국 최초로 농산물 리콜제를 실시하며 년, 1995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년 충남지사가 선정하는 지역, 1996

특산품 우수농산물로 지정 년 농협중앙회 협동조직 대, 1996

상 년 농협중앙회 농산물 순회수집 대상을 받았다, 1998 .

25) 추부깻잎의 특성은 주야 간 일교차가 큰 지역여건으로( )晝夜

잎이 두껍고 색깔이 진하며 향 이 독특해 다른 지역에서, , ( )香

생산하는 깻잎보다 품질이 뛰어나다 전국 생산량의 를. 20%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약 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70 .

한 도시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지리적 환경적인 조건,

을 고루 갖추고 있는 금산지역에 농촌생활형 펜션이 건

립된다면 인구유입 및 농외 소득증대와 이농 방지( )離農

등의 측면에서 하나의 작은 대안이 될 것이다.

농촌생활형 펜션은 임대나 사업성만을 목적으로 운1)

영되는 펜션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소득증대

를 위하여 은퇴자 귀농자 등이 농촌지역에 생활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도시의 편리한 생활과 농촌의 자연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농가형 펜션을 일컫는다.

농촌생활형 펜션의 계획방향은 도시의 편리한 주거2)

생활과 농가주택의 생활방식이 결합된 형태로서 도시생

활에 익숙한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농촌

지역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입지

선정과 친환경적인 건축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생활형 펜션은 입지환경에 따라 가족 연인 단3) , ,

체 이용객 연령대 등 이용자의 성향을 반영한 계획이 이,

루어져야 한다 즉 입지환경에 따라 휴식 테마 체험 레. , , , ,

저 등을 목적으로 펜션을 방문한 사람들의 요구조건이 공

간구성에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농촌생활형 펜션은 펜션의 유형별 특성과 입지환경4)

의 특성을 반영하되 친환경적이고 주제가 있는 평면구, ,

성 형태구성 공간구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다른, , . ,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금산지역만의 펜션이어야 한다.

이러한 농촌생활형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여건

이 되면 귀농하여 금산지역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준다면 천혜의 자연환경과 공존하고 있는 비단

고을 금산지역의 거주인구 감소는 점차 해결될 것이다.

본 연구는 년도 금산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정2007

에서 각 읍면에서 제안한 관광레저산업의 한 유형인․
펜션의 입지에 대한 종류별 적정위치를 분석해 보고 추,

후 금산군에서 추진할 펜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위한

연구이다 그러므로 금산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된 이후.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농촌생활형 펜션을 적용시키기 위

해선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농촌생활형 펜션의,

계획지침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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