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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관광마을의 협력관광 모델 개발

- 충북 청원군을 대상으로 -

Development of the Cooperative Tourism Model for Rural Experience Tourism Villages
- Focused on the Cheongwon-gun, Chungb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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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crease the synergies of rural experience tourism and overcome the limitations rural tourism are study. A basic cooperative 

model and theme model have been set up and comprehensive cooperative tourism model has been offered. In order to the development 
of model example, experience resources has been investigated and problems and features for 7 rural experience tourism villages of 
Cheongwon have been identified. The basic cooperative model has been selected main line and part hub type. The theme model has 
been separated nature experience, history and character experience, traditional culture and theme experience, agriculture and rural area 
experience. Based on this, The thematic cooperative tourism model and the comprehensive cooperative tourism model, its a schedule 
have been exemp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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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농촌 관련 사업은 1950년대 지역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

지 단계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2000년대에 이르러 농촌지역

개발정책사업은 농촌거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문화마을조성사업, 정보화시범마을사업,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녹

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으로 전개되고 있

다 (Yoon et al., 2008). 도 ․농교류와 소득기반 조성의 성격을 

지닌 마을 단위와 권역중심의 농촌관광사업이 진행 중이다 (Kim 

and Lee, 2006). 

이러한 사업들은 농촌공간 내에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해 시

장가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을단위별로 상호경쟁 또는 대립

관계가 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연결성이 

결여되어 있다 (Oh, 2004). 또한 기존의 마을 내부의 농촌관광

상품만으로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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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마을의 단위를 벗어나 적정한 규모확보와 주변지역과 연계

한 광역적인 농촌관광이 점차 필요해지고 있다.

국내 농촌관광은 다년간의 노력 끝에 기본적인 체험상품구성

과 인력양성에는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마을 

및 개별자원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미흡하여 보다 강력한 시

너지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각 마

을 및 지역자연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농촌관광 내용

이 충실해지고 지역의 농촌관광의 활성화는 물론 관광수입 증가 

및 교류의 질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Yoo and Kim, 2009).

협력적 관광개발 모델사업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

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법’)에 근거

를 두고 2006년 6월부터 실시되었다. 이 사업은 체험관광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내 관광자원을 서로 연결하여 코스 연계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것과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민간전문가를 참여

시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hee et al., 

2008).

이 연구에서는 농촌관광이 효율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위

하여 기본협력모델과 주제모델을 설정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농촌체험운영시범마을 등을 운영 중인 충북청원군

의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체험자원을 조사하고 문제점 및 특성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협력관광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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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ear (b) Ring

(c) Hub (d) Network

Fig. 1 Type basic cooperative model

연구의 대상지인 충북 청원군은 인근 대도시 (대전, 청주, 행

정복합도시 등)의 체험 및 레저형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지역이

나, 각 마을 단위 체험형 관광으로 체험프로그램 개발, 농산물 

판매 등에 제한이 많아 농촌관광사업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청원군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성을 차별화하고 마을별 특

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협력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협력관광모델

협력관광은 흩어져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연계한다는 측면에

서 광역조직화 하는 것으로 마을단위 농촌관광을 넘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농촌체험마을 간의 연대 (networking)를 의미한

다. 협력관광은 각각의 농촌체험마을 단위 모두가 그 지역의 특

색과 자원을 비슷하게 관광화하기보다 유형화된 각 마을의 특성

을 특화시키고 연계하는데 중점을 둔다. 각 마을에서 필요는 하

지만 아직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부문을 서로 보완하게 하

고, 유기적인 연대를 이루어 각 농촌체험마을의 역할을 분담, 수

행하여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 각 마을의 특

색 있는 농촌체험프로그램 및 숙박과 양질의 농특산물 판매를 

지역 내 명소들을 포함하여 농촌체험마을들과 연계하여 연중 운

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im at 

al., 2010).

1. 협력관광모델 개발

가. 기본협력 모델

기본협력모델은 마을 사이를 연계하는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한 형태를 의미한다. 이동경로의 유형으로는 선형, 환형, 허브형, 

네트워크형이 있다 (Fig. 1). 일반적으로 선형은 처음과 끝이 있

고 마을을 일렬로 순행하는 것을 말하며, 환형은 한 마을에서 출

발하여 다음 마을을 순환하여 다시 처음 마을로 되돌아오는 형

태를 말한다. 허브형은 바퀴에서 살이 꼽히는 휠의 중심부와 같

이 한 마을을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다른 마을이나 명소를 선택

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마을과 연계된 것만

을 제시하게 된다. 네트워크형은 협력관광 마을 간의 편리한 연

대를 의미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시작해서 모든 곳을 경로로 설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외에 어떤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 체험객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경로가 된다.

기본협력모델의 유형 중 일반적인 선형과 환형을 토대로 계획

을 세워 시행하였으나, 다음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체험 탐방객이 모든 마을을 방문하는 것은 시간적, 공간

적으로 제한이 있다. 둘째, 마을에 특색 있는 주제는 있지만, 공

통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유사한 체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것은 만족도의 저하로 나타나게 된다. 셋째, 꼭 시작한 마을에서 

체험을 마쳐야 할 이유가 없다. 체험탐방객은 체험을 통해 만족

을 얻고자 함이지, 순방이 아니다. 넷째, 한 마을중심에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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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ongwon-gun condition 

Admini strative (Piece) Area (km2) Population (Person) Cultural Properties Major tourist spots

582 814.19 152,683
국가지정 7종, 

도 지정 43종

청남 , 문의문화재단지, 상수허 랜드, 정약수, 단재신채호선생유 지, 

손병희유허지, 옥화9경, 옥화자연휴양림, 미동산 수목원

Fig. 2 Basic cooperative model (selected main line and part 
hub type)

마을까지 거리의 한계 및 관광효율성에 제한이 있다. 다섯째, 선

택적인 체험이 가능하나 체계적인 탐방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체험중심 마을을 기본선형으로 가면서 주변의 근

거리에 있는 부가적인 자연, 문화, 인물 체험형과 같이 체험유형

별로 선택하는 것이 전체 마을을 경유하는 것 보다 소요시간과 

이동거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에 따라 Fig. 2와 같은 선택적 주 선형-부 허브형 관광 협

력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객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

하여 체험관광을 한 자료를 축적하여 통계적 방법에 의해 주된 

경로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근거리에 있는 부가적인 관광을 유

도 할 수 있어 협력관광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나. 주제 모델

주제 모델은 마을의 기본적인 개발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많

은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 역사 (전통) ․문화유산, 자연

유산, 산업유산 등의 지역유산 형태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체험

들이 유형과 무형으로 나타난다 (Bang, 2004). 산업유산은 농산

어촌의 농업, 산림업, 어업에 관련된 산업활동과 지역 특산품이

나 그의 가공품 등, 지역경제와 관련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농림부 농촌관광프로그램에서는 체험프로그램 유형을 문화

체험, 만들기 체험, 자연체험, 모험체험과 같이 4가지로 대분류 

하였다. 강원도 농촌관광 마을가꾸기에서는 농사체험, 전통문화

체험, 자연생태체험, 건강체험, 생활속만들기체험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위에서 제시된 여러 유형을 종합한 내용으로는 농촌체험, 역사

문화, 농업체험, 자연관광으로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농촌

체험은 농촌의 전통생활을 내포한 농촌만의 생활체험을 말하며 

역사문화체험은 마을의 역사적인 인물과 그 마을의 역사성이 있

Fig. 3 The theme model

는 문화공예를 체험할 수 있다. 농업체험은 농사와 농산물을 체

험할 수 있으며 자연관광은 자연의 생태를 체험하고 자연을 느

끼고 삼림욕과 같은 건강수련까지 체험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러나 농업 ․농촌 체험을 현실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농업 ․농촌체험은 한 요소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요소는 자연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문화체험은 대부분 전통문화

이며, 마을단위로 특성화된 전통문화가 그 마을의 주제가 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통문화와 주제는 같은 분류가 되며, 

역사는 유적, 유물 중심이 되며, 이들은 대부분 역사인물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주제모델은 자연체험, 역사 ․인물체험, 전통문화 ․주제

체험, 농업 ․농촌체험으로 유형을 재구성하였다. 주제모델은 Fig. 

3과 같다.

III. 모델 적용 및 고찰

1. 대상지 현황

연구의 대상지인 충청북도 청원군은 2개 읍 12개 면 251개 

법정리에 582행정리로 1028개의 자연마을이 속해 있다. 면적은 

814.19 km2, 인구 152,683명으로 농업인구는 33.5 %를 차지한

다. 우리나라 중앙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전국이 2시간에 있으

며,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여 청주-대전

광역권,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도시에 인접하여 있다.

관광자원으로는 지정문화재 국가지정 7종 (국보 1, 보물 3, 천

연기념물 1, 중요민속자료 2), 도지정 43종 (유형문화재 22, 기

념물 13, 민속자료2, 문화재자료 4, 무형문화재 2)이 있다. 대표

적인 관광지로는 청남대, 문의문화재단지, 상수허브랜드, 초정약

수, 단재신채호유적지, 손병희 선생 유허지, 옥화9경, 옥화자연휴

양림, 미동산 수목원등이 있다. 1998년 이후 2007년까지 내 ․외
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가 2008년 감소,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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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ural experience tourism village condition in Cheongwon-gun

Village name
Village theme and features / 

Support project
Experience tourism resources Event

낭성 고드미녹색
친환경농 체험마을 / 

2003년 녹색농 마을

통문화체험, 농  / 농사체험, 산림자원체험, 통음식체험, 

단재신채호유 지
논 오리넣기

가덕 말미장터

자연생태형마을 / 

농업개발시범마을

2007년 녹색농 마을

물놀이 체험, 발지압 체험, 주말농장, 산책로, 나물캐기 체험, 

백족사, 신 호 고가, 5층 석탑

작은음악회

(자매결연단체: 한양여자 학)

문의 벌랏한지
통문화체험마을 / 

2005년 통테마마을, 장수마을

한지배우기, 계 별 주제체험, 천연생태체험, 샘 산, 벌랏나루터, 

당산나무 
당산재

도 장승
청호 장승마을 / 

농 체험마을조성사업

장승깎기 체험, 목공  체험, 왕골짜기 체험, 손두부만들기 체험, 

장승공원, 꽃동산, 암사, 들꽃단지, 수생식물, 농기구 시
도장승축제

도 오박사
농경체험학습마을 /

농 체험마을조성사업

주말농장, 통빗자루제작, 통 단오 행사, 태권도수련도장, 

통마을샘물, 지성 , 강고사

단오민속축제

통샘물축제

강내 연꽃
연꽃체험마을 / 

2006년 녹색농  체험마을

장미농장 체험, 유채꽃, 연잎밥, 도라지 캐기, 목화밭, 잠사박물 , 

주말농장, 해맞이, 등산, 수  체험, 황토방, 연꽃체험

은 산 

해맞이 행사

미원 운교생태
생태 휴양형마을 / 

농 체험마을조성사업

별 찰하기, 임배추 김장체험, 메주, 콩 웰빙음식 체험, 논썰매, 

팽이만들기, 장수풍뎅이 찰 체험, 임도 생태체험 
정월 보름

Table 2 Tourist visit condition

Year Total tourists (Person) Domestic (Person) Foreigner (Person)

2001 741,112 732,666 8,446

2002 862,968 856,878 6,090

2003 1,487,667 1,479,363 8,304

2004 2,018,246 1,892,899 125,347

2005 1,772,171 1,670,968 101,203

2006 3,120,084 3,013,939 106,145

2007 3,913,670 3,761,475 152,195

2008 2,896,403 2,861,339 35,064

2009 4,769,993 4,711,636 58,357

출처 : 청원군 통계연보, (2009)

다시 증가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리, 역사, 문화, 자연 조건을 살리면서, 농촌

관광마을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

계적인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 농촌체험관광마을 현황

청원군 농촌체험관광마을은 낭성 고드미녹색마을, 가덕 말미장

터마을, 문의 벌랏한지마을, 현도 오박사마을, 강내 연꽃마을, 미

원 운교생태마을 등 7개 마을로서 위치는 Fig. 4와 같다.

낭성면 귀래리에 있는 고드미녹색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이다. 단재신채호선생유적지로서 묘소, 사당, 기념관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체험마을의 특징으로는 친환경 농법으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마을로 흙집, 구들 등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역사 및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이색 체험 마을이다. 인물역

사체험과 농업농촌체험, 전통문화체험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

Fig. 4 Rural experience tourism village location in 
Cheongwon-gun

는 마을이다.

가덕면 계산리에 있는 말미장터마을은 농촌관광시범마을, 녹

색농촌체험마을로 천혜의 자연과 기상조건 속에 신선도, 당도가 

뛰어난 농산물을 생산하는 마을이다. 숙박시설 및 물놀이 체험장

이 있다. 말미장터마을만의 특징적인 주제가 부각되지 않아 주위

의 역사사원 등과 연계하여 농업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이다.

문의면 소전리에 있는 벌랏한지마을은 전통테마마을, 장수마을

로 대청호를 따라 조용하고, 편안한 청정 한지체험마을이다. 전

통적인 한지를 주제로 한지 만드는 것을 체험하는 체험장과 생

태공원이 있다. 경관이 수려하며 산촌의 오지를 경험할 수 있으

면서도 마을로 들어가는 접근성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다.

현도면 시목리에 있는 오박사마을은 충북지방비로 사업을 추

진한 마을이다. 오박사 마을은 해루오씨 집성촌으로 태권도를 배

우고 실습하는 단체 체험시설 공간과 전통샘 등이 있어 전통문

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이다. 작은 마을이만 마을 곳곳의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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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ture experience (b) History and character experience

 

(c) Traditional culture and theme experience (d) Agriculture and rural area experience

Fig. 5 Thematic cooperation tourism model (Example)

들을 특화하여 역사가 있는 마을 안에서 농업농촌과 자연을 체

험할 수 있는 마을이다.

현도면 하석리 진장골에 있는 장승마을은 충북 지방비로 사업

을 추진한 마을이다. 장승마을은 여러 종류의 재미있고 멋진 장

승들이 장승공원에 있으며, 장승과 함께 황토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있다. 주변에는 대청댐과 청남대가 있으나 산의 정상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지 않으며 마을 내 주민들과 체험마을사업

을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강내면 궁현리에 있는 연꽃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은적산

의 단군 정기를 받은 농촌마을이다. 연꽃습지가 마을 안 곳곳에

있으며 황토체험장으로 찜질방이 있어 숙박시설로도 이용되고 

있다. 연꽃마을로 이름과 같이 연꽃이 특화되어야 하나 체험으로

나 경관으로나 그러지 못한 실정이며 이외에 농업농촌체험 및 

역사인물체험과 숙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이다.

미원면 운교2리에 있는 운교생태마을은 청원군 농촌관광시범

마을로 산간마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생태휴양

마을로 적합하며 산촌생태마을이다. 2013년 까지 마을 경관조성 

및 물놀이장, 임산물재배 및 체험장, 목공체험장 등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자연체험과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이다.

청원군 7개 농촌체험관광마을의 마을주제 및 특징, 지원사업, 

주요관광자원, 특별행사는 Table 3과 같다.

3. 협력관광모델 개발

7개 대상마을을 현실적으로 연계하여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

기 위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협력관광경로를 설정하였다.

주제별 협력관광모델은 자연체험, 전통문화체험, 역사인물체험, 

농업농촌체험의 주제모델유형에 따라 체험할 주 대상마을과의 

이동경로를 연결하고 주위의 부가 관광자원을 점으로 표기하여 

Fig. 5와 같이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각각 일정을 당일형,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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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ature experience schedule (Example)

experience 

purpose
section course major point

Nature 

experience

a day

course 1 벌랏한지마을 체험, 자연건강 등산로

건강등산로, 낭추골유원지, 단재 

등산로, 청 , 문의문화재단지, 

미동산수목원, 옥화자연휴양림, 

운보의 집, 자연건강 등산로, 작은 

용골, 장승공원, 정약수, 암사

course 2 정약수, 고드미 녹색마을 체험, 미동산수목원, 옥화자연휴양림

course 3 미동산수목원, 옥화자연휴양림, 고드미 녹색마을 체험

an 

overnight 

two days

course 1
고드미 녹색마을 체험, 단재 신채호 사당, 낭추골 유원지, 미동산수목원, 

고드미 녹색마을 체험 , 옥화자연휴양림, 정약수, 운보의 집

course 2
벌랏한지마을 체험, 자연건강등산로, 작은 용골, 말미장터마을 체험 , 

문의문화재단지, 암사, 장승체험, 연꽃마을

course 3
운교생태마을 체험, 미동산수목원, 고드미 녹색마을 체험 , 단재신채호사당, 

옥화자연휴양림, 낭추골유원지, 장승마을

two 

overnights 

three days

course 1

장승마을 체험, 암사, 청 , 문의문화재단지, 벌랏한지마을 체험 , 

건강등산로, 한지체험, 말미장터마을 체험, 고드미 녹색마을 체험 , 단재 

신채호사당, 단재 등산로, 정약수, 운보의집

2일형, 2박 3일형으로 나눌 수 있다. 종합협력관광을 할 수 있는 

모델안과 3박 4일형 일정을 예시하였다.

예를 들면, 생태자연건강체험 협력관광모델은 장승마을의 장승

공원과 현암사 대청댐을 돌아 한지마을의 건강등산로 및 미동산

수목원의 신선한 공기와 초정약수를 상쾌하게 맛 볼 수 있는 경

로이다.

전통문화체험 협력관광모델은 벌랏한지마을 체험으로 시작하

여 고드미녹색마을에서 농촌체험, 장승마을에서 장승깍기 및 목

공예체험, 오박사마을에서 태권도체험, 연꽃마을에서 연잎 밥과 

연잎 차 그리고 한과를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역사인물체험 협력관광모델은 현도장승마을을 시작으로 신영

호 선생에 대해 배우는 장터마을, 어려운 시기에 민족혼을 일깨

운 단재신채호선생의 사당이 있는 고드미녹색마을, 은적산의 단

군 정기를 받은 연꽃마을, 그리고 오박사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

관에서 숙박하는 오박사마을로 연계된다. 

농업 ․농촌체험 협력관광모델은 연꽃마을에서 장미농장 및 목

Fig. 6 Comprehensive cooperation tourism model (Example)

화밭에서 체험을 하고, 오박사 마을의 농장체험, 장승마을에서는 

손수 두부를 만들어 먹어보고, 고드미녹색마을에서는 오리농업으

로 하는 친환경 농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종합협력관광모델은 모든 주제모델을 유기적으로 주 선형-부 

허브형으로 연결하여 예시하였다. 손병희 생가를 돌아 연꽃마을

의 은적산, 단군성전을 보고, 오박사 마을에 가서 태권도체험 및 

숙박을 한다. 장승마을에 가서 장승만들기 체험을 하고 문의문화

재단지와 대청댐을 돌아 벌랏한지마을에서 한지체험하고, 계산리 

5층석탑을 보고 고드미녹색마을에와서 단재신채호사당과 등산로

를 돌아 숙박을 한다. 미동산수목원과 옥화구경을 돌아 초정약수

를 마시고 일정을 마친다. 이 경로는 2박3일 또는 3박 4일로 체

험할 수 있으며 Fig. 6과 Table 4와 같이 예시하였다.

IV. 결 론

농촌관광을 효율적이고 시너지효과를 내기위하여 개념적으로 

기본협력모델과 주제모델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충청북도 청원

군 지역의 농촌체험관광마을 7곳에 진행 중인 자원 및 프로그

램을 조사, 이를 분석하여 마을별 특성화된 주제를 설정하여 협

력관광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 마을이 갖는 농

촌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제별 협력관광모델과 종합 협

력관광모델을 예시하였다.

1. 기본협력모델은 선택적 주 선형-부 허브형으로 소비자가 

추천을 받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 주된 경로를 결정하

고 그에 따른 근거리에 있는 부가적인 관광을 유도 할 수 있어 

협력관광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 주제모델은 자연체험, 역사 및 인물체험, 전통문화 및 주제

체험, 농업 및 농촌체험으로 구분하고 개발경로의 측면에서 세분

화하였다.



Table 5 History and character experience schedule (Example)

experience 

purpose
section course major point

History 

and 

character 

experience

a day
course 1 상당산성, 고드미 녹색마을 체험 , 단재신채호사당, 단재 생가 터, 단재 등산로

은 산, 단군성 , 단재신채호사당, 

신 호고가, 운보의집, 

문의문화재단지, 계산리5층석탑

course 2 연꽃마을, 은 산 등산로, 단군성 , 문의 문화재 마을, 장승마을

an 

overnight 

two days

course 1
말미장터 체험 , 신 호 고가, 단재 신채호 사당, 고드미 녹색마을 체험 , 

한옥마을 둘러보기, 운보의 집, 정약수, 상당산성, 고드미 녹색마을 체험

course 2
손병희선생 생가, 유 순 생가, 정약수, 장승마을 체험, 오박사마을 체험 , 

은 산, 단군성 , 연꽃마을, 오박사마을

course 3
연꽃마을, 은 산 단군성 , 청 , 청남 , 신채호사당, 계산리 5층석탑, 

장터마을, 장터마을 건강체험, 친환경농산물

two 

overnights 

three days

course 1

장승마을 체험, 단재 신채호 사당, 단재 등산로, 고드미 녹색마을 체험 , 상당산성

계산리 5층석탑, 장터마을, 연꽃마을, 은 산 등산로, 단군성 , 오박사 마을 

체험 , 오박사마을 체험

리신호․윤성수․송  이․정다영․민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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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raditional culture and theme experience schedule (Example)

experience 

purpose
section course major point

Traditional 

culture 

and 

theme 

experience

a day

course 1 오박사마을, 오박사마을 통 체험, 연꽃마을

낭추골유원지, 단군성 , 

단재신채호사당, 청 , 문의 

문화재 단지, 미동산 수목원, 

상당산성, 옥화자연휴양림, 운보의 

집, 은 산, 자연건강 등산로, 

정약수, 암사

course 2 벌랏한지마을 체험, 한지 체험, 자연건강등산로

course 3 고드미 녹색마을, 통찜질체험, 단재신채호 사당, 한옥체험

course 4 장승마을, 장승만들기 체험, 장승공원, 암사, 청

an 

overnight 

two days

course 1
말미장터 마을, 신 호 고가, 문의문화재 단지, 벌랏한지 마을 체험 , 한지 체험, 

장승마을

course 2
장승마을, 장승 만들기 체험, 청 , 문의문화재단지, 청남 , 벌랏한지마을 

체험 , 한지체험

course 3
벌랏한지마을, 한지체험, 고드미 녹색마을 체험 , 한옥체험, 단재신채호 사당, 

청 , 암사, 장승마을

two 

overnights 

three days

course 1
벌랏한지마을, 한지체험, 문의문화재단지, 고드미 녹색마을 체험 , 청 , 

암사, 장승마을 체험 , 장승 만들기 체험, 오박사마을, 연꽃마을

course 2

옥화자연휴양림, 미동산수목원, 단재신채호사당, 낭추골유원지, 장터마을 체험 , 

한지체험, 자연건강 등산로, 청 , 암사, 장승마을 체험 , 장승공원, 장승 

만들기 체험, 연꽃마을

Table 7 Agriculture and rural area experience schedule (Example)

experience 

purpose
section course major point

Agriculture 

and 

rural 

area 

experience

a day

course 1 고드미 녹색마을, 단재신채호 사당, 고드미 농업농  체험

계산리 5층석탑, 단군성 , 

단재신채호 사당, 청 , 

미동산수목원, 상당산성, 

옥화자연휴량림, 운보의 집, 은 산, 

자연생태등산로, 작은 용골, 

잠사박물 , 정약수

course 2 오박사마을, 오박사마을 농업농 체험

course 3 운교생태마을, 운교생태마을 농업농  체험, 옥화자연휴량림

course 4 장터마을, 장터마을 농업농  체험, 계산리 5층석탑

course 5 연꽃마을, 연꽃마을 농업농  체험

an 

overnight 

two days

course 1
고드미 녹색마을 체험 , 단재 신채호사당, 고드미 농업농  체험, 운교생태마을 

농업농 체험, 자연생태등산로, 옥화자연 지

course 2
벌랏한지 마을, 벌랏한지 농업농  체험, 작은 용골, 고드미 녹색마을 체험 , 

단재신채호 사당, 고드미 녹색마을 농업농  체험, 미동산수목원, 운교생태마을

course 3
연꽃마을, 은 산, 연꽃마을 농업농  체험, 오박사마을 체험 , 오박사마을 

농업농  체험, 잠사박물

two 

overnights 

three days

course 1

연꽃마을, 은 산, 단군성 , 연꽃마을 농업농  체험, 오박사마을 체험 , 

장승마을 농업농 체험, 장승공원, 청 , 고드미 녹색마을 체험 , 단재신채호 

사당, 고드미 녹색마을 농업농  체험, 정약수, 운보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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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rehensive cooperation tourism model schedule 
(Example)

Visit Contents

First 

day

Morning 손병희선생 생가, 강감찬 장군 묘소, 연꽃마을

Meal 심식사(연꽃마을 체험 )

Afternoon 은 산, 단군성 , 연꽃마을 체험, 오박사마을

Meal 녁식사(오박사마을 체험 )

Accommodation 숙박(오박사마을 체험 )

Second 

day

Meal 아침식사(오박사마을 체험 )

Morning
장승마을, 장승 제작 체험, 장승공원, 암사, 

문의 문화재 단지, 청 , 벌랏한지마을

Meal 심식사(벌랏한지마을 체험 )

Afternoon
한지 체험, 자연건강등산로, 장터마을, 계산리 

5층석탑, 고드미녹색마을

Meal 녁식사(고드미녹색마을 체험 )

Accommodation 숙박(고드미녹색마을 체험 )

Third 

day

Meal 아침식사(고드미녹색마을 체험 )

Morning 단재신채호 사당, 단재 등산로, 운교생태마을

Meal 심식사(운교생태마을 체험 )

Afternoon 운교생태마을 체험, 미동산 수목원, 옥화구경

Meal 녁식사(고드미녹색마을 체험 )

Accommodation 숙박(고드미녹색마을 체험 )

Fourth 

day

Meal 아침식사(고드미녹색마을 체험 )

Morning 미동산 수목원, 옥화구경

Meal 심식사(고드미녹색마을 체험 )

Afternoon 정약수

3. 주제별협력관광모델은 자연체험, 역사인물체험, 전통문화체

험, 농업농촌체험 등의 모델의 경로를 예시하였고, 종합 협력관

광모델의 이동경로와 일정별 일정표를 예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마을에서 갖추어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토대로 농촌관광을 위한 협력관광모델을 개발하였으며 휴먼웨어

의 복합적인 성격이 제외되어 있다. 청원군의 전체적인 체험을 

연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생활권과 영농권을 공

유하는 지역주민 또는 지도자 간에 경쟁자가 아닌 동질성과 유

대감을 형성하게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세요소가 유기적으로 융

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청원군내의 마을간 협력관광을 하기위해 각 마을의 특화된 주

제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였다. 보다 마을을 

밀접하게 연계하기 위해서는 상호연결 및 보완이 될 수 있는 상

세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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