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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een tourism has recently focused on an alternative plan for activating a rural economy and coping with an income

inequalit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s supported farm restaurants with the

aim of increasing the income of farmers, determined unique native local foods and developed programs based on the

experience rural life since 2007. Farm restaurants, which are the new type of local food restaurants, have unique food and

various experiencing programs that reflect their own regional characteristics. We would like to understand how the farm

restaurants have been developed and what types of characteristics they have based on the currently operating farm

restaurants. The management situations and value of farm restaurants as tourist attractions were investigated as well in the

tools for rural development.

Key Words: Farm restaurant, Green tourism, Local food, Traditional food

I. 서 론

우리나라 농촌은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며 인구의

도시유출로 인한 농업인구 격감 현상을 겪어왔다(송 2006).

뿐만 아니라 WTO 출범이후 거세지는 개방화의 압력은 농

업생산 및 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농촌생활의 기반마저 흔

들리게 되어 농촌주민들로서는 농가 경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

촌 공동(空洞)화와 도·농간 소득불균형의 어려움을 극복하

기 위한 대안으로 농촌관광(green tourism; rural tourism;

agricultural tourism)이 주목을 받아왔다. 농촌관광은 도

시와 농촌이 교류를 통해 도시민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농촌주민에게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강

2007).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농촌경제의 침체와 애로를 겪

은 이스라엘, 프랑스 등의 OECD 주요 국가들도 1990년 초

반부터 생산위주의 농업에 대한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서비

스가 부가된 종합농업, 즉 농산물과 함께 자연환경, 역사,

문화, 환경, 경관 등을 포괄하는 농촌관광화에 대한 지원정

책을 펼쳐 농촌경제가 꾸준히 활성화되고 있다(박 2002; 오

2004).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농·산

촌 지역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이용한 그린투어리즘

의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그린투어리즘으로 발

전하고 있는 사업은 농촌관광마을, 관광농원, 자연휴양림,

어촌체험마을 등 매우 다양하며 국가에서도 비교적 적극적

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박 2005). 과거 우리 농촌은 오

랫동안 농산물의 생산기지로서 국민의 식생활에 필요한 각

종 주·부식 및 기호식품 재료를 생산해왔지만 이제는 산업

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농촌이 농산물 생산기

지로 남아있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농촌은 아직도 청정한

자연과 소박한 인심,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농촌이 가

지고 있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생태학습의 장으로서, 여

가활동의 공간, 전통문화 및 향토음식의 체험장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이 2007) 농촌은 매우 다양한 관광 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향토음식은 그 지방의 자연환경과 사회

및 역사의 독특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요소로서, 일

반인들에게 아직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음식관광을 지

역사회 발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농

촌의 소득이 증대되고 차원 높은 음식문화가 발전할 수 있

을 것이며, 나아가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기반과 원동

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농가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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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향토음식 맥잇기, 향토자원의 소득화, 전통음식

문화 계승 작업 등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김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이 2007년

부터 전국 각 지역의 독특한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고 지

역 특색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의 증대

와 도ㆍ농간의 교류확대를 목적으로 벌이고 있는 농가맛집

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농가맛

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농촌진흥청은 2007년 향토음식을 자원화하는 사업의 일

환으로 전국에 20개의 농가맛집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

원, 관리해오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농촌진흥청에

서 지정한 농가맛집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조사는 2009

년 1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 농가맛집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

를 2009년 1월 12일부터 동월 23일까지 관련 문헌자료 및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농가맛집이 실제 운

영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 조사는 2009

년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3명씩으로 구성

된 3개 팀이 20개의 농가맛집을 분담하여 방문, 운영 책임

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사전에 조사대상 농가맛집

에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방문에 적합한 일정을 협의하였으

며, 조사대상 운영 책임자에게는 조사 당일에 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증정하였다. 조사를 위해 농가맛집의 운영목적, 운

영주체, 판매품목, 판매방법, 운영 프로그램, 지역자원의 연

계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표를 작성하여 사용하였

다. 면담시에는 한 사람의 조사원이 질문하고 두 사람의 조

사원이 기록을 담당하였다.

III. 연구내용

1. 농가맛집의 이해를 위한 전통음식과 향토음식

전통음식은 문화, 역사와 라이프스타일의 표현이다. 글로

벌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국가마다 다른 식사패턴이 존재하

고(Slimani 등 2002), 동일한 지역내에서도 민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식사패턴은 민족의 기후, 농경여건,

경제여건의 차이를 반영한다(Trichopoulou 등 2007).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음식, 민속음식, 향토음식, 토속음식

등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명확한 용어정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2008).

한국 전통음식은 우리 민족의 생활여건에 가장 알맞게 창안

하여 우리 전통문화와 함께 발전되어온 한국인의 음식을 말

하는 것으로 궁중요리, 반가요리, 서민요리, 향토요리를 통

틀어 일컫는 말(윤 1988)로 정의하기도 하며, 이러한 전통

음식은 대략 1세기 이전부터 한국의 일상생활, 궁중의식, 통

과의례, 세시풍속 등을 통한 고유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특질을 지니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전승되어 현존하는 음식

으로 한국인의 식생활에 유익하도록 합리적으로 보존 육성

해 오는 음식물을 총칭(한 1994)하기도 한다. 한국 전통음

식은 일상식과 의례음식의 상차림이 서로 다른 구조로 발달

하였다. 일상식은 곡류로 지은 밥을 주식으로 하며, 육류,

어패류, 채소류로 만든 음식을 부식으로 하여 주부식의 구

별이 뚜렷하다. 혼례, 제례, 연회와 같은 의례음식은 떡류,

과정류, 주류, 음청류와 적류, 전류 등의 찬물(饌物)을 주로

하며 여기에 면류가 따른다(윤 1982; 이 1994).

일반적으로 전통음식은 특별한 원재료, 오랜 기간 알려진

조리법, 특별한 조리절차와 관련된 음식을 말하며, 지방음

식, 장인(匠人)음식과 관련이 있다. 전통음식은 모계 조상이

나 국가의 토착민들에 의해 만들어져온 음식이다(Cayot

2007). 지난 수년간 원산지 관련 음식의 관심증대로 지방음

식과 전통적 개성이나 이미지와 관련된 음식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음식들은 고급품질로 인식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주의의 욕구를 채워주는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통음식은

독특한 품질 면에서 차별화 되며 특별한 문화적 정체성을 갖

는 음식으로 정의된다(Jordana 2000; Pieniak 등 2009).

유럽 공동체는 음식과 관련하여 전통은 공동체 시장에서

한 기간 동안 세대 간에 계승되어온 입증된 관습이며, 여기

에서 한 기간은 인간의 한 세대로 최소한 25년이 되어야 한

다고 정의한다(European Commission 2006). 전통음식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정의로서 전통적인 식재료, 전통적인 성

분, 전통적인 형태 및 조리과정에 대한 표현이 포함된다

(Euro FIR 2007). 이탈리아 농림부는 전통음식을 지속적

으로 지방에서 사용해온 형태에 따라 조리, 저장과 익히는

방법이 통합된 농산식품이라고 정의하였다(Ministero

Agricoltura 1999). 소비자의 관점에서 전통음식은 특별한

행사나 계절 또는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계승되어오며, 전통적 조리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특

정한 지역 및 지방 혹은 국가와 관련된 음식이다(Guerrero

등 2009).

향토음식은 그 지방에서만 생산되는 식료품으로 그 지방

특유의 방법으로 만드는 요리 또는 과거로부터 그 지방 사

람들이 먹고 있는 것(한국관광공사 1993)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전래음식, 전승음식, 전통음식, 지방음식, 고유음

식 등의 이름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

로 향토음식이라고 일컫는다(권 & 이 2004). 향토음식은 그

지역의 특유한 식습관, 재료, 조리법 등이 함축되어 있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강한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향토음식과 전통음식 모두가 생성·소멸 과정을 거쳐 형



694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24, No. 6 (2009)

성되었지만 전통음식은 시간개념을 강조하는데 비해 향토음

식은 지역성을 강조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특히, 향토음식

은 향토사회의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의 영향을 받아 축적되

고 차별화된 조리법 내지는 가공법으로 생산된 음식으로 규

정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해당 향토사회를 특성화시키는

정체성이 수반되는 음식을 향토음식이라고 볼 수 있다(이

2008). 따라서 전통음식은 향토음식에 비해 공간적으로 보

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상당한 정도로 일반화되었거나 상업

화가 진행된 음식으로 볼 수 있으며, 향토음식은 전통음식

에 비해 좁은 지역이나 지방에서 비교적 상업화가 덜 이루

어진 음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가맛집은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 특산물을 사용하여 지역에 전승되어

온 전통적인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을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어, 매우 토속성이 짙은 일종의 향토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농가맛집의 재인식과 해외사례

농촌진흥청은 2007년부터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의 일환

으로 농가맛집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이는 농촌여성의

지혜, 경험, 기술을 살려 농가산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자

발적인 참여를 통해 향토음식의 상품화, 사업 참여자의 자

질향상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농업생산·유통·판매 등

푸드시스템의 일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향토음

식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가맛집 운영자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

업인으로 대표자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

단되는 향토음식 연구회나 농산물 가공 등의 향토음식과 관

련된 활동을 하거나 창업 경험이 있는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하며, 운영형태는 개인농가 또는 공동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다. 발굴된 향토음식은 농산물 가공, 농가민박, 농촌체험 등

을 연계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농촌진흥청 2008).

우리나라의 농가맛집과 유사한 형태로 일본에는 농가레스

토랑이 있다. 일본은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으로 1992년부터 국가가 정책적으로 농촌관광개발사업의 하

나로 농가레스토랑을 지원하고 있다. 농가레스토랑이라는 용

어에는 농가의 생활농민과 지역주민, 농민과 도시민, 지역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재생산의 생활공간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단절된 도시와 농촌이 교류되는 도농교류의

공간이 되면서 지역연계, 지역경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장 & 박 2005). 유럽에는 영국의 Greystone

house 농가레스토랑을 예로 들 수 있다. 영국의 컴브리아

지역은 2001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농업에 큰 타격을 입었

고, 이와 함께 방문객 감소로 인해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받

았다. 구제역 발생을 통해 지역농업의 중요성과 농업과 관

광의 관련성을 재인식한 후, 자금을 지원 받아 환경형 농업

으로 전환을 하고, 이용가치가 없었던 창고를 개조하여 유

기농 고기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식품 등을 농장

내에서의 직접 판매를 통해 소비자와 방문자가 연계되었고

농장운영의 다각화로 고용이 창출되었다(장 & 박 2008).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녹색관광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행정용어인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

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체재 중심

형 교류활동이며, 도시민에게 휴식, 휴양과 새로운 체험 공

간을 제공하고, 농촌에서는 농산물판매(1차), 가공특산품생

산(2차), 관광음식물판매(3차) 등 소득원을 제공하는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김 2003). 농가맛집의 향토음식과

체험프로그램 제공은 그린투어리즘의 하나로 발전한 새로운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농가맛집의 식

재료로 사용되는 것의 대부분이 농가맛집 운영자가 직접 재

배·수확하였거나 근거리에서 생산된 것을 구매하여 사용하

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음식의 유통거리를 줄여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큰 가

치가 있다.

식재료가 생산지로부터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거리의 의미

를 갖는 푸드 마일리지(food miles 또는 food mileage)는

소비자로부터 최대한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

비하는 것이 식품의 안전성이나 수송에 따른 CO2 배출 등

의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장점이 있다(Lang 2006). 영국

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식품산업이 세계화 되면서 식품의

수출입이 증가하고, 재료 공급원이 다양해지면서 푸드 마일

리지라고 알려진 농장에서 소비자까지의 식재료의 이동거리

가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대기오염, 교통혼잡, 사고

와 소음과 같은 환경,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러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푸드 마일

리지를 어떻게 측정하고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다(DEFRA 2005).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이동을

<Table 1> 전통음식과 향토음식 비교

구분 개념 음식분포 식재료 향유계층 특징

전통음식 역사적으로 전승된 우리민족의 음식 광범위
지역생산 또는
외래 식재료까지 지배자를 포함하는 민족 시간성 강조

향토음식
동질적인 환경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
에서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 고안된 음식 향토사회

향토사회에서 생산,
지역특산물

향토사회 구성원 시간성, 공간성 강조

이영진(2008)의 연구 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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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로컬푸드(local food)운동이 학교 급

식에서부터 시작되었고(윤 2007), 여러 생협에서는 지역에

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

하고 있다(김 2008). 이렇듯 농가맛집은 로컬푸드 이용을

촉진시켜 식재료의 이동을 줄임으로써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국내 농가맛집의 운영현황과 특성

농가맛집이라는 이름은 농촌진흥청이 향토음식점에 관한

본격적인 사업 전개에 앞서, 브랜드 네이밍을 통해 만들어

진 명칭이다. 사업에 적합한 명칭을 결정하기 위해 향토음

식점, 향토식당, 향토레스토랑, 향토맛집 등의 명칭을 검토

하여 농가맛집, 농가주막, 농가레스토랑 등을 브랜드 후보

로 선정하였으며, 공무원집단, 소비자집단을 대상으로 농가

맛집, 농가레스토랑, 농가주막의 세 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브랜드 구매의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농가

맛집이라는 브랜드가 결정되었다(박 2008).

지금까지 농가맛집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0곳씩 지

정되어, 경기도(2곳), 인천(1곳), 강원(2곳), 충북(2곳), 충

남(2곳), 전북(3곳), 전남(2곳), 경북(2곳), 경남(2곳), 제주

도(2곳)의 총 20곳이 지정되었으나, 이 중 2곳의 농가맛집

은 현재 원활히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농가맛집으

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로 몇 가

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그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주 메

뉴는 그 지역의 생산 작물로 만들어야 하고 운영주체는 해

당 농촌지역 주민이거나 가족이어야 한다. 단순히 음식을 먹

는 공간이 아닌 간단한 요리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고, 음식

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곳(국민일보 2008)으로, 농촌여성

들의 음식에 관한 내림솜씨가 깃든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

으며 향토음식 만들기를 포함한 농촌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지정된 농가맛집 중 인천 강화 용두레약선, 충남 서산 꽃

송아리마을, 경남 함양 물레방아떡마을, 충북 옥천 만명마

을의 장수두리반, 전북 남원 달오름마을, 제주도 서귀포시

용왕난드르, 제주도 제주시 명도암 참살이 마을은 농촌전통

테마마을로도 운영되고 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마을의 고

유한 전통문화와 지식을 발굴하여 도시민이 체험하고 학습

하게 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독특

한 농촌문화의 맥을 이어가게 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

곳에서는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 체험거리, 놀거리, 살

거리, 알거리의 7거리에 해당하는 자원을 발굴하여 차별화

를 꾀하고, 매력적인 농촌의 마을풍경, 전통놀이 등의 멋과

계절요리, 향토요리의 소박함, 그리고 신토불이 농·특산물

을 제공하고 있다(http://www.go2vil.org 2009).

농가맛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는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

산물이나 근거리 지역에서 구매한 것이다. 몇몇 지역의 농

가맛집은 친환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재배농법으로 생산되는 안전한

식재료를 이용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음식체험을 주로

하는 농가맛집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지역이나 집안에 계승

되어온 전통적인 조리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제철 재료를

사용하여 조리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다양한 주 메뉴와 부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농가맛집은 계절 또

는 절기별로 음식과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으

며, 정월대보름, 단오 등의 전통명절에는 세시풍속 놀이를

할 수 있다. 음식판매 이외에도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판

매하기도 하고, 농가맛집에서 직접 담근 장류, 장아찌 또는

김치류 등을 판매하기도 한다. 또한 농가맛집은 해당 지역

의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

식의 발굴과 개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토음식에는 많은 설화가 담겨 있다. 신화, 전설, 민담

등의 구전설화를 이용하여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음식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은 이

른바 스토리텔링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조 2009). 음

식은 먹을거리 이상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맛집을 통해 향토음식을 발굴·보존하고 육성하

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하

여 소비자가 향토음식을 보다 의미 있게 해석하고 즐길 수

있게 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농가맛집은 메뉴와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예약을 받

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해당 지역

의 볼거리와 먹을거리 등의 지역의 관광자원과 특산물을 홍

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에 속한 농가맛

집은 농촌전통테마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우

먼팜(http://www.womanfarm.com 2009)이라는 사이트

에서는 농촌진흥청과 각 지방 농업기술센터의 지원과 지도

로 이루어진 농촌 여성일감 갖기 사업장에서 농촌여성들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여 전통적 방식으로 만든 우리 식품을

판매하며, 10곳의 농가맛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농가맛집 운영 주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가족이며, 운영형태는 농

가가 단독 운영하는 곳,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 지역 주민들이 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

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농가맛집은 <Table

2>와 같이 음식체험과 농촌체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음식체험형의 농가맛집은 지역생산물을 이용하여

전통적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과 향토음식 만들기 체험을 상

품화하고 있으며, 농촌체험형의 농가맛집은 지역의 농촌생

활 문화의 체험을 상품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농촌체험

으로는 과일따기, 감자캐기, 조개잡기 등의 수확체험과 음

식 만들기 체험, 농촌생활체험, 숙박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

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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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체험형 농가맛집

음식체험형 농가맛집은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들 농가맛집은 자가 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

용하여 전통적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향

토음식 만들기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 강릉의 서지초가뜰은 이 지역에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질상, 모내기 밥을 재현하고 있다. 충남 태안의 곰

섬나루는 우럭젓국찌개, 게국지김치 등의 독특한 향토음식

을 제공하고 해안지역에서만 가능한 염전과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 경북 문경의 문경새재 오

는 길은 지역 특산품인 오미자를 이용한 음식과 인근 야산

에서 채취한 산채를 이용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통

주 빚기 등의 향토음식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전남 광

양의 매화랑 매실이랑은 지역 특산물인 매실을 이용한 매실

장아찌, 매실을 이용한 소스로 만든 불고기, 인근의 백운산

에서 채취한 산나물을 이용한 비빔밥 등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통주, 매실와인, 매실장아찌 만들기와 광양의 향

토음식 조리법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만들기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전북 완주의 청산가든은 꿩을 이용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꿩만두 만들기, 곶감 만들기와 같은 향토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농가맛집으로 지정

되고 나서도 아직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이 두 군

데로 조사되었다. 경남 산청지역은 건물 준공이 아직 완료

되지 않아서, 전남 진도는 예술촌 건설의 일부분으로 참여

하게 되어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음식체

험형 농가맛집의 전경은 <Figure 1>에 제시되어있다.

2) 농촌체험형 농가맛집

농촌체험형의 농가맛집은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농촌체험형 농가맛집의 프로그램은 음식 만들기 체험, 농촌

문화 체험, 자연환경 체험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자가 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이용한 두부 만

들기, 된장 만들기, 김치 담그기, 술 담그기 등의 음식 만들

기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농촌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농사,

장터, 민속놀이, 축제, 농가숙박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절 농산물 수확과 채취,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경기 남양주시의 구암 모꼬지터는 남양주시에서 직접 생

산된 식재료를 이용하여 포도잼 만들기, 딸기잼 만들기, 오

이·양파 장아찌 만들기 등 간단한 음식 만들기 체험을 할

<Table 2> 농가맛집 유형분류

유형 음식체험형 농촌체험형

운영목적
음식판매

농산물 소비증대
농촌생활문화 체험 상품화

농산물 소비증대

운영주체
개인

마을 공동
개인

마을 공동

판매품목

향토음식

농산물

가공식품

향토음식 만들기 체험

농산물 수확체험
음식만들기 체험(장류, 두부, 김치, 술 등)

농촌생활문화 체험
숙박체험

판매방법 대중 판매 및 예약제 예약제

<Table 3> 음식체험형 농가맛집

상호 위치(주소) 대표음식

(상품화 향토음식) 특징 특이사항/지역자원연계

서지

초가뜰
강원도 강릉시 경포동 질상, 화전,

송죽두견주

창녕조씨 명숙공 종가댁의 농사 바라지 
음식(질상, 못밥) 농경문화와 음식을
접할 수 있음

서지초가뜰내 전통가옥민박
음식만들기프로그램 (모내기밥)

곰섬나루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1리

함초새싹비빔밥,
함초비취묵

함초를 이용한 간장게장, 장아찌
농특산물 및 가공품 직판, 염전체험과 갯
벌체험, 음식만들기 프로그램 (떡샌드위
치, 새우만두찜, 함초묵, 진달래화전 등)

문경새재

오는길

경북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242

약돌돼지 한방찜 정식,
산채장아찌, 오미자청

직접재배하거나 산에서 채취한 산채류, 
문경약돌돼지, 오미자 등

인근 마을과 연계한 민박가능, 음식만들
기 프로그램(표고주, 오미자주, 장아찌 등)

매화랑

매실이랑

전남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958 

매실간장소스불고기,
샐러드,

실장아찌나물비빔밥

광양의 향토음식 조리법과 매실을 접목
한 음식 제공

농가맛집의 황토구들방 및 인근마을 민
박가능, 음식만들기 프로그램(어린이,
좋은아빠되기, 가족프로그램 운영)

청산가든
전북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오복마을

꿩샤브샤브(코스요리) 
5가지 사육하는 꿩을 이용한 음식 제공 음식만들기 프로그램 (곶감만들기,

수세미 효소, 꿩만두 등)

산넘어

남촌엔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96-12

해물비빔밥, 허브차,
코스요리

허브체험
원숭이학교, 개암사 등 군내 관광지 연계, 
테마마을 민박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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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 화성의 백곡마

을 향토음식 체험장은 주변의 목장과 연계한 농장체험과 계

절에 따른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

으며, 인천 강화의 용두레 약선은 용두레 체험, 강화 특산

물인 순무심기 및 순무김치 담그기, 갯벌체험 등 강화의 자

연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강원도 정선의 정선골은 정선 특산물인 황기를 이용한 황

기백숙, 황기 막걸리와 곤드레밥, 콧등치기 등 향토음식을

판매하며, 직접 재배한 콩을 이용한 된장과 두부 만들기, 산

나물 캐기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숙식이 가능한 황토방을 구

비하고 있다. 충북 충주의 사과꽃 마을은 사과따기 체험, 사

과케익 만들기 등과 같이 10여 가지의 사과를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가을에는 밤줍기 체험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충북 옥천의 장수두리반은 직접 채취한 올갱이를 이용한 올

갱이 정식, 도리뱅뱅이 등의 향토음식을 판매하며, 계절에

따라 과일따기, 뗏목체험, 메뚜기 잡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충남 서산의 꽃송아리 마을은 계절에 따

라 산나물채취, 매실 따기, 감자 캐기, 고추 따기, 연날리기,

썰매타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농촌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북 남원의 달오름 마을은 남원의 향토 소재인 흥부와 놀

부의 구전설화를 음식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흥부박을

이용한 바가지 비빔밥, 박을 이용한 박버섯전골, 박주물럭

등의 음식이 있으며, 기체조, 산나물 캐기, 박타기 체험 등

의 프로그램이 있다. 경북 청도의 냠냠은 계절별로 제철 나

물을 이용한 반찬요리를 판매하며, 청도 소싸움 관광과 연

계한 체험 프로그램, 청도 감와인 및 반시축제와 연계한 체

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 명도암 참살이 마을

은 승마체험, 반딧불 보기, 트레킹, 양 먹이주기와 같은 제

주도의 산업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바닷가에 위치한 제주 서귀포시 용왕난

드르 마을에는 소라잡기, 배낚시, 용왕난드르 문양을 찍어

보는 갈옷염색, 태우(뗏목의 제주도 방언), 배타기 등 바다

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농촌체험

형 농가맛집의 전경은 <Figure 2>에 제시되어있다.

4.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농가맛집의 활용

최근 들어 농·산촌 지역에서 관광의 도입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박 2005), 2000년 이후에는 농촌관광 사업이 개인사업자

<Table 4> 농촌체험형 농가맛집

상호 위치(주소) 대표음식

(상품화 향토음식) 특징 특이사항/지역자원연계

구암

모꼬지터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 3리 228번지 고종쌈밥, 말랭이 만두 직접 재배한 채소, 고종 황제가

좋아하던 약고추장
단체숙박 가능(70명 수용가능),
부대시설 구비

백곡마을 향토
음식 체험장

경기 화성시 마도면
백곡2리 버섯바지락 매운볶음 버섯요리 체험 주말농장 및 유가공체험장과 연계

, 목장체험, 실습요리 학습장 운영

용두레

약선

인천 강화군 내가면
황청1리 328번지

강된장보리밥정식, 두레쑥정식, 
두레약선정식

강화약쑥떡갈비, 김치행적, 강화
사자발약쑥, 강화무순, 인삼젓국
갈비를 이용한 상차림

음식만들기(순무두부 만들기),
고인돌축제, 고려산 진달래 축제

정선골
강원도 정선군 동면
북동리 북동마을

정선의 계절 음식 쑥(봄), 옥수수
(여름), 약초 (가을), 칡(겨울) 산골 맛 체험, 토속식품가공

정선5일장, KTX와 연계, 두부만
들기등 음식체험, 황토방으로 만
들어진 숙박시설

사과꽃 마을 충북 충주시 직동 사과떡케익, 사과칼국수 충주 사과를 활용한 다양한 사과 
음식 체험

사과따기, 밤줍기 체험, 
음식만들기 프로그램

장수 두리반 충북 옥천군 청성면
장수리 만명마을 올갱이 정식, 도리뱅뱅이 두부만들기, 인절미, 장담그기

포도축제, 지용축제, 전통떡
만들기, 두부만들기, 뗏목타기,
과일수확체험

꽃송아리

마을

충남 서산시 팔봉면
금학리 꽃송아리 마을 마늘 및 감자요리 마늘요리 만들기, 감자요리

만들기

농사체험, 농산물판매, 팔봉산
나물채취, 감자캐기, 민속놀이

달오름

마을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541 달오름마을 박요리, 부각요리, 흥부잔치밥 실습형 프로그램 계획 마을내 박생산, 박가공품 판매

물레방아떡

마을 
경남 함양

물레방아떡마을

부각정식

계절별 청정 산야채를 이용한 음식
부각, 오색송편 만들기,
떡메치기(인절미)체험

농촌전통테마마을 교육농장,
농가민박 연계

냠냠
경북 청도군 화양읍

백곡리 감소스 샐러드, 버섯 깨소스 무침 웰빙향토 음식 체험과 계절별
체험거리

청도 소싸움, 청도 감와인 터널내 
와인 체험, 반시축제 연계 

명도암

참살이 마을
제주도 제주시 봉개동

270-3
열무김치비빔밥, 열무 국수,
열무냉면, 물김치 등

김치담그기, 열무김치 보리밥,
김치만두 만들기

공동작업장(밭) 활용, 여성노인
여가활용, 체험농가 채소구매

용왕

난드르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
면

대평리 876-11

용왕정식, 보말수제비,
마늘강된장비빔밥

대평리 앞바다에서 채취한 전복, 
소라, 낙지 등 해물볶음이 주메뉴

음식만들기(보말수제비, 소라젓 
등), 지역축제연계(유채꽃, 벚꽃, 
자리돔, 방어, 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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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에서 마을단위로 사업단위가 전환되었고 마을단위로 농

촌관광개발이 시도되면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은 농촌관광

으로 모아지게 되었다(강 2007). 농촌관광이란 농촌지역에

서 각종의 관광활동을 통하여 농촌다움(rurality)을 핵심편

익으로 하는 관광이다. 농촌다움이란 농촌지역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물리적 특성과 그 곳에 토착된 문화적 의미를 가리

키고 이러한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물

리적, 사회적 환경의 보전을 통해 그 지역의 생태계, 주민,

그리고 관광객이 공생관계를 추구하는(Sharpley & Sharpley

1997) 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국내의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사업은 1984년 관광

농원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0

년대에 들어와서 다양한 주체들이 농촌관광을 추진하고 있

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추진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

체와 관련단체들로 분류할 수 있다(박 2003). 2001년에는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 가꾸기와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

을, 2002년에는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과 농림수

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농산어

촌체험마을관련 정책의 기반이 조성되었다(농림수산식품부

2008).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농어촌의 지원사업이 마을 단

위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지원이었다면, 농촌진흥청의 향

토음식자원화 사업의 일환인 농가맛집은 지역의 향토음식을

<Figure 1> 음식체험형 농가맛집

<Figure 2> 농촌체험형 농가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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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지역의 자연자원, 생활문화 및 지역축제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

원사업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촌관광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

광활동으로서, 소득이 되는 상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숙박체

류형, 음식물판매형, 농산물판매형, 체험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숙박체류형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

적인 형태이며, 음식물판매형도 선진국에서 농가레스토랑이

란 유형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숙박체류형과 음식

물판매형은 대부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농산물판매형

은 직거래판매나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체험형은 각종 체험활동의 대가로 소득이 발

생하는 것이다(박 2003). 따라서 농가맛집은 음식물판매

형, 농산물판매형, 체험형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라

고 볼 수 있으며,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숙박체류형

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복합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프

랑스의 경우, 농업경영체가 농업생산 활동과 연계해 숙박과

외식사업, 체험활동 등 농촌관광활동에 대해 이를 법률적으

로 농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농가의 농촌관광활동에

대해 경영체에서 이뤄지는 관광이나 레져활동을 위한 숙박

및 외식사업활동도 그것이 부차적 성격을 지니는 한 농업활

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부 경우에는 지역전통음식을 소재

로 한 식당 운영 등 지역성과 농촌성(rurality)을 가미함으

로써 농촌관광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오 2006).

기존에 추진되어왔던 농촌관광과 농가맛집을 중심으로 하

는 농촌관광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가맛집에서는 향토음

식을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농촌의 문화를 체

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음식을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

하는 음식관광(food tourism)의 유형에는 미식관광

(gastronomy tourism, gourmet tourism)과 요리관광

(culinary tourism)이 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음식을 대

상으로 다른 문화의 체험을 추구하는 관광이지만, 대상이 되

는 음식의 차원에 차이가 있다. 미식관광은 관광 중에 맛있

는 음식을 찾아 레스토랑과 양조장 등의 특정 장소를 방문

하는 것이며, 요리관광은 음식을 관광의 수단이 아닌 목적

으로 여기는 관광으로 독특한 음식이나 기억에 남을만한 음

식의 경험을 추구한다. 또한 값이 비싸거나 배타적인 고급

음식점이나 양조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상

의 음식을 배제한다(Hall 등 2003; Long 2004). 고급 음

식점이 아닌 지방의 현지인들이 즐겨먹는 음식을 먹어보고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맛집을 대상으

로 한 농촌관광은 기존의 농촌관광과 차이가 있으며, 요리

관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여러 민족과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캐나다에서는 요리관광의 활동을 향토축제, 농촌관광

활동, 요리학교, 지역 농산물이나 농가가 생산한 제품을 맛

보거나 구매하기, 농촌에서의 휴가, 치즈 만들기, 과일수확

, 전통음식체험 등의 17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역의 특색에 맞게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이를 캐

나다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Hashimoto &

Telfer 2006).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

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인들에게 관광의 대상으로 농촌의 향

토음식과 생활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개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인들에게 농민들이 생산하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음식이

건강한 식생활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하게 함

으로써 향토음식을 매개로 한 도시인들의 농촌관광을 유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도시인들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여 우리 농산물과 이를 가공한 식품

의 판매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도시인들

의 농촌 생활문화 체험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은 전통문화의 보고로서 가치가 있으며,

도시인들은 농촌생활 문화의 소비자가 됨으로써 도시와 농

촌의 공생과 동반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제 농촌은

각 지역의 특징적인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Food

Tourism의 자원으로 개발하고, 도시인들이 향토음식과 농

촌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소비하는 터전으로의 변모를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농산물의 생산터전이었던 농촌의 개념에 변화가 오고 있

다. 산업화와 세계화를 겪는 과정에서 농촌인구가 감소하

고,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어 전통적인 농가경영 형태에 변

화를 주지 않으면 농촌의 존재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

게 된 것이다. 그러나 농촌은 아직도 청정한 자연과 소박한

인심,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농촌이 가지고 있는 이러

한 자원은 생태학습의 장으로서, 여가활동의 공간, 전통문

화 및 향토음식의 체험장소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촌

은 매우 다양한 관광 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농가맛집이 기존의 향토음식점과 차별화되는 요소는 첫

째, 운영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식재료의 대

부분을 운영자가 자가 생산했거나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것

을 이용함으로써 원산지가 확실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소비

자가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운영자의

집안이나 지역에 전승되어온 전통적 조리방법을 이용한 음

식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음식을 맛보는 데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향토음식이나 색다

른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계절별 향토

음식과 농촌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향

토음식이나 해당 지역과 인근의 자연, 역사, 인물, 문화와

관련하여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경험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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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향토음식이 담고 있는

전통과 정신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어 온 농

가맛집은 농촌을 직접 체험해 보고자 하는 도시인과 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

구이다. 농가맛집의 체험은 농촌이 단순한 농산물 생산지의

기능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의 기본이 되는 안전한 식재료

생산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음식문화

의 보고로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계승 및 발전되어온 생활

문화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따라 농가맛집을 통해 낙후된 농촌 지역의 발전

을 모색하고, 도시와 농촌의 공생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

요한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농가맛집은 도시인과 타지역 주민들에게 매력 있는 관광

자원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함으로써 휴식

과 생활의 여유를 누릴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농산물과 음식 및 농촌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

으며,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소득 창출의

기능이 가능하다. 즉, 농가맛집은 도시인과 타지역 주민들

에게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농촌지역으로서

는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지속가능한 농촌

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가맛집을 농촌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첫째, 관광객의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전통적

인 지역특산품(예: 안동-한우, 천안-호두)만이 아닌 특산품

과 관광자원을 연계시킨 관광상품(예: 서산-육쪽마늘, 갯벌

체험; 이천-쌀밥, 도자기 축제; 강릉-못밥, 단오제)으로서

특산품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발굴해야 한다. 둘째, 관광객

들이 쉽게 체험하기 어려운,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문화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 축제와 농가맛집을 연

계해야 한다. 숙식이 가능한 농가맛집은 지역행사를 후원하

거나 참여하고, 농가맛집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지역 축제

를 알려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

째, 전통주 담그기, 장류 만들기 등 농촌 여성의 솜씨를 활

용한 차별성이 강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

로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생활환경과 자연생태를 유지하

여 관광객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

게 하여 방문객이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소비

를 촉진시켜 경제적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농가맛집은 음식을 테마로 한 농촌 관광상품의 자원이 될

수 있으며, 농촌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초기 개발단계에 있는 농가맛집을 지

역사회 발전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활

성화되고 좋은 모델로서 타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

방자치단체와 관련 부처의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

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품의 최종·최대 잠재 소비자

인 도시인의 인식이 중요하며, 향후에는 도시인의 농촌관광

이나 농가맛집에 대한 인식 및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연

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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