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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rural experiential educational programs that are currently in operation 
and examined the programs’ reflectio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those programs in terms of the ESD.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cases 
of rural experiential educational programs from four villages in the capital region, Gyeongsang, 
Jeolla, and Chungcheong.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our villages’ experiential educational 
programs share similar activities, such as nature experience, farming, traditional food and culture, 
games in nature, and craft. Each village has special programs and managements according to 
their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ddition, those programs are related to the 
ESD elements of healthㆍfood, and cultural diversity (in sociocultural area) and of species diversity 
and environmental issues (in environmental area). On the other hand, the ESD elements in 
economic areas are not related to those programs. In addition, most of the villages plan and 
run experiential educational programs to keep and develop their own villages’ sustainability. 
Rural experiential educational programs need to include various elements of ESD to develop 
rural communities.

Key words: rural experiential education program,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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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국 교육은 2009 개정교육과정(2011년 시행)을 

기점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아젠다로 설정하며 학생

들이 지닌 창의성과 인성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교

육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Science and Creativity Foundation 2010). 이와 같은 

교육계의 변화는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이어져 ‘미

래 사회에 요구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표방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창의융합형 인재

란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

는 인간이며, 이러한 기초소양교육을 바탕으로 학생

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와 함께 ‘적

게 가르치고 많이 배우는 교육(less is more)’을 원칙

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조하였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내용을 

실생활과 관련짓고 활용하면서 학습의 전이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자기주도적 학습 능

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을 구성하였다(Chungnam Office of Education 

2016). 이러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해 미래 사회에

서 요구되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 등을 습득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교

육과정의 방향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역사회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부문적이고 다층적인 문제를 지속가능한 미

래를 위해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이며, 지속가능발전

이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지식을 얻고 이해할 수 있

도록 돕고 삶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 원칙을 적용하여 

실천하는 소양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UNESCO 2008).

세계가 직면한 문제는 전 지구적인 해결을 요구하

는 것으로 기술적인 해결, 정치적인 규제, 재정적인 

수단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없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태도를 형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므로 인간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변

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Chae 2015). 그런 의

미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생 참여

형 수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한 지구, 세계,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가치들

을 내면화하는데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 학생 참여형 수업은 체험

과 실천 중심의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데서 지속가능

발전교육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며 

학생 체험과 현장 중심의 수업은 실천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일

상 속에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고 더불어 사

는 의식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범죄와 폭력이 증가하고 편협한 인종주의, 가정파괴, 

불평등, 인권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

계적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미래 사회

를 살아갈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반성과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Byun 200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주

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

는 사람’ 이다. 앞 절에서 언급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

구와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적 가치

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발전시킴과 동

시에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며 삶의 양식과 문

화가 다양한 다른 사람의 문화를 존중하며 사는 태도

가 필요하다(Kim 2009).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

어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 교육은 인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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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편성, 문화 인식의 다양성, 상호 의존성, 미래 

사회에 대한 책임감 등을 포함한다(Kim 2009). 더불

어 사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개인적 차원의 지각이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더불어 살아

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과 

더불어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져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중심,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201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

면, 전체 인구의 92%가 도시에 거주할 정도로 도시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복잡하고 삭막한 도시환

경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은 주변 환경에 의해 스트

레스를 받기도 하고, 방과후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자연 친화적 활동의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2007

년부터는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전국 도

시공원에 숲을 조성하며 도시 생활 환경 개선의 효과

와 함께 학생 자연체험학습의 장, 시민 여가의 공간

으로 활용하며, 도시숲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폭넓

게 전개되고 있으나 사유지가 많고 땅값이 비싼 도심 

지역의 특성상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도시

숲 조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Environment 

Daily). 그래서 각 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연체

험의 기회를 높이고 학습자 참여형 교육 기회를 제공

하고자 농촌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험중심 

프로그램 운영은 체험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태도를 기른다는 의미와 함께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 

유지의 의미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농업 중심 사회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농촌

은 과거를 품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지만, 지속가

능발전의 관점에서 현재의 농촌은 자연과 인간이 공

존하는 미래 사회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와 농촌 체험교육의 흐름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농촌 체험교육 프로그램

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 요소를 얼마나 반영하여 운

영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 측면에서 

농촌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전 

지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자연과 공존 하면서 풍요로

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용

어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1987년 UN ‘세계환경개

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의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통해서이다. 이 보고서에

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세대가 그 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정의하였고, 현재까지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Kim et al. 2012).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의 핵심은 바로 환경, 경제, 사회 세 분야가 서로 영향

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는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이 

세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변화의 방향

을 새로이 설정하고 실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빈곤, 물, 에너지, 기후

변화, 재해, 생물다양성, 문화다양성, 식량, 보건, 사

회적 취약성 등 다부문적이고 다층적인 문제를 전 지

구적 차원의 문제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해결하

고자 대두되었다(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지속가능한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전제조건은 환경, 경제, 사회 세 분야가 서로 상호

작용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것

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환경, 경제, 사회

적 지속가능발전 요소를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주제

교육(adjectival education)’과 관련되며 환경교육, 평

화교육, 인권교육, 소비자교육, 개발교육, 보건교육, 

생물다양성교육, 양성평등교육, 다문화교육, 시민교

육 등이 포함된다(Wals 2009). 각 영역별로 우리나라

의 경우, 국가가 처한 상황을 반영하여 평화, 평화, 

인권, 국제이해, 갈등해결, 통일 등의 주제가 지속가

능발전교육의 틀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고,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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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후변화 등의 주제도 부각되고 있다(Kim et 

al. 2012). 

2012년 리우(Rio)에서 개최된 UNCSD(UN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는 유엔이 제시한 

SD(Sustainable Development)와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행과 추진을 강조하

면서 최종 합의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발표했으며, 이 합의서에서는 ESD의 여

러 영역 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을 강조하

였다. 특히,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과의 연계 확대와 학생 및 청소년 교육,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주요 역점 사업 

방안으로 제시하였다(Choi 2013).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요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강의법, 토의・토론 학습, 조사학습, 역할놀이, 실험

실습법 등이 있으며 특히, 생동감 있고 적극적인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 견

학의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Choi 2013). 

학생들은 현장학습을 통해 현재와 미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경험을 통해 삶과 관련된 문

제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직접 경험을 통

한 학습은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험 

중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은 미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할 교육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 중심, 경험 중심 교육이 일반적인 학교 현장에

서 이루어지는데는 공간적 제약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

그램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따른다. 농촌 체험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은 농촌이

라는 체험의 현장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활

동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농촌 살리기 정책 및 웰빙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맞물려 생겨난 농촌체험학습은 국제적인 교육 

아젠다로 제시되어 온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경험과 체험활동에 대한 이해

듀이(Dewey)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

교육이 생활과 분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교육과 생활이 연계되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생활에 적용되지 않는 것

이며 학교에서 이루어진 주입식 교육이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Lee 2006). 경험은 생활, 성장, 

삶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으로써 교육은 경험간의 상

호작용과 재구성을 통해 인간의 삶과 성장을 이끈다

(Jung 2004). 듀이의 ‘행함으로써 배운다.’ 는 말은 경

험 중심 교육에 대한 사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교육

에 있어 경험의 중요성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듀이의 경험 중심 교육론은 활동중심, 탐구중심, 실

험중심의 교육으로 구체화되어 교육현장에서 실행되

고 있다(Lee 2013). 

이러한 듀이의 교육 사상은 학생을 교육의 중심으

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교육이 교사중심 교육이었다면, 듀이의 교육

은 학생의 경험과 경험을 통한 지식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람

직한 교육은 학습자의 참여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능

력을 길러 줄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세계화 시대로 정보의 양과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지식 구성 능

력이라 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경험을 통해 삶의 맥

락에서 지식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

과 같이 체험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명시

하여 경험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변화중 하나가 

초, 중등학교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여 학생들

에게 경험교육을 강조한 점을 들 수 있다. 창의적 체

험활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한 학교(급) 차원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마

련하고 학생들에게 선택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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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킨다. 이

를 위해 체험중심 소그룹 활동이 다양하게 편성ㆍ운

영 되어야 하며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

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

하여야 한다(Kim et al. 2015).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지향은 창의적 체험활동

의 주요한 교육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학습자 참여형 수업

은 학습자의 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 및 

사회성 기술 등을 함양할 수 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서도 의미를 지닌다.

위에서 기술한 경험과 창의적 체험활동이 가진 교

육적 의의 측면에서 농촌 체험교육은 학생들에게 경

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 중심의 체험활동이 이

루어질 수 있는 교육 현장이라 할 수 있다. 농촌 체험

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중심

형으로 2001년도에 시작하여 2010년까지 570개 마을

이 조성되었으며 농촌의 자연환경, 생업 등을 매개로 

도농간 교류의 장 활용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정부는 이러한 농어촌 체험관광을 뒷받침하기 위하

여 도농교류촉진법, 도농교류 5개년 계획등을 

수립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녹색농촌체험

마을은 2002년 18개 마을에서 09년 442개소 마을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 방문객이 161만명, 농촌관광 

매출액 280억원을 기록하였다(Kim 2011).

선행연구 분석결과, 농촌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

선방안(Kim 2011)과 농촌 체험과 농산물 구매의 관

계( Jung 2010; DiHei 2014), 농촌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도시민의 의식 조사 연구(Lee 2012; Seol 2012)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래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

으로 농촌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농촌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지속가능발전 교육 측면에서 분석하고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사례연구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 단독 혹은 작은 수의 사례들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연구이며 개인이나 집단의 프로

그램 내용이나 운영 등을 분석하는 것을 사례분석이

라고 할 수 있다(Kim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프

로그램이나 집단을 하나의 사례로 보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운영 사례에 관한 구체적 컨텐츠를 분석하

고자 한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각 급 교육기관(수도권 4곳, 경상권 4곳, 충청권 3곳, 

전라권 2곳)에서 참여하고 있는 농촌 체험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조사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체험마을별 운영 목적과 세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이 운영

하는 관광형 숙식제공형 체험마을보다 지역 주민들

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중심형 체험마을의 프로

그램이 더 다양하고 학생 현장학습 장소로도 많이 활

용된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연구대상을 지역중심형 

체험마을의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여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북권에서 각 하나씩 총 네 개의 마을을 선

정하였다. 

컨텐츠를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각 프로

그램 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농촌 체험교

육 프로그램을 지속가능발전교육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활동들

의 공통점을 찾고, 비슷한 유형과 주제의 활동들로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작업을 바탕

으로 그 유형별 활동들이 어떠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체험마을의 프로그램 세부 

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비슷한 주제에 해당하는 프로

그램들을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 자연체험, 농사체험, 

전통문화, 전통음식, 자연놀이, 공예체험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분석, 

정리하기 위한 분석틀은 다음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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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험마을별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유형별 분

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점에서 논의하고

자 Table 2와 같은 분석 기준틀을 활용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인류가 직면한 생태계 문제와 

사회ㆍ경제적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교과활동에서 다루어

진다. 즉,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대상자로 하여금 지속

적인 학습과 수행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ㆍ경

제ㆍ환경적 여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Kim et al. 2011). 농촌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 태도 등이 지

속가능발전교육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2004년 유네스코와 2006년 우리나라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영역과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Table 2와 같은 분석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농촌 체험교육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하여 농촌 체험마을별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을 조사하고 프로그

램 운영의 공통점과 차이점, 특색 등을 분석하여 기술

하였다. 그리고 Table 1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분석 틀

을 이용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요소가 어떠한 형태와 방

식으로 프로그램에 적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1. 농촌 체험마을별 프로그램 내용 분석

1) 각 체험마을별 프로그램 분석

연구대상 프로그램은 총 4개로 수도권, 경상권, 전

라권, 충청권 각 권역별 한군데의 체험마을을 선정하

여 연구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은 자연, 농사, 전통문화와 관

련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각 체험마을별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perience 
type 

Village
Nature Farming

Traditional 
culture

Traditional 
food

Game in 
nature

Craft Others

Soekkol

Gaesil

Sungdang port

Handemy

Table 1. Analysis frame for case programs (Analysis by experience types)

ESD area Sociocultural Environmental Economic

Core elements

 Human rights & peace
 Security & unification
 Gender equality
 Cultural diversity
 Social justice
 Health & food 
 Governance & civic participation
 Competence(Media, ICT)
 Globalization & Responsibility
 Sustainable leisure

 Natural resources
 Energy
 Climate change
 Species diversity
 Environmental Issues
 Rural reformation
 Sustainable food production
 Sustainable village & city
 Natural disaster
 Transportation

 Production & Consumption
 Business sustain-ability
 Rich-poor gap
 Market economy

Table 2. Analysis frame for case programs(Analysis by the ESD’s areas and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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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권: 파주 쇠꼴마을 체험교육 프로그램

파주 쇠꼴마을은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일대의 자

갈밭 사격장을 농촌 체험마을로 변화시켜 도시민들

에게는 휴식처이자 농민들에게는 소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변모시킨 체험학습장이다. 각 급 학교 체

험학습 및 사회인들의 단체활동 공간, 가족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식물, 동물, 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복합농

장으로 볼 수 있다. 

쇠꼴마을 프로그램은 자연을 벗삼아 운영되기 때

문에 계절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봄에는 미꾸라지 잡

기, 여름에는 수영체험, 가을에는 수확 체험, 겨울에는 

이글루나 얼음빙벽 체험 등 계절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각 프로그램의 세부활

동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나) 경상권: 고령 개실마을 프로그램

개실마을은 영남사림학파의 선산 김씨 후손의 세

거지로 마을 주민들 자발적으로 개실마을가꾸기사업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도시민에게는 건정한 여가선

Type Contents Type Contents

Traditional food

Cooking Korean taffy

Craft

Bamboo water gun

Cooking rice cake Flute

Cooking Yukwa Kite

Cooking noodle soup Straw craft

Cooking Tofu Pottery

Traditional culture

Traditional wedding Pressed flower

Traditional etiquette Kid’s shoes

Folk game

Nature

Fishing loach

Treadmill Rafting

Hoop Wild flower observation

Filed hockey Bull Fight

Farming

Picking sweet potatoes Jeonseol pond sightseeing

Planting rice Plating wild flower in pot

Picking strawberry Game in nature Ice sledding

Table 4. Experience types and detailed contents in Gaesil village’s program

Type Contents Type Contents

Nature

Fishing loach

Farming

Picking pears

Ice fishing Picking sweet potatoes

Ice climbing Carrier and farming tools 

Planting herb Threshing machine

Herb arboretum tour Traditional food Cooking Injeolmi

Zoo tour

Traditional culture

Archery

Feeding animals Tuho

Rafting Hopscotch

Game in nature

Kids swimming pool Jegichagi

Banana boat Fulling cloth

Igloo experience Lookout hut

Table 3. Experience types and detailed contents in Soekkol village’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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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에게는 소

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전통문화를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작목반, 부녀회, 노인회, 향우회 등의 단체

들이 마을 운영과 발전에 협조하며 함께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등 마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외에도 주민들

의 소득 증대를 위해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벤처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브랜드 개발, 한과 안주 등 전통음식과 충효, 예절, 

한문, 서예, 관혼상제 등의 전통문화 상품화에도 최

선을 다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국 각지의 도시 주민

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 재배, 전통예절 및 놀이 

등 가족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농 교류를 활성

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실마을에서 운영하고 있

는 프로그램은 Table 4와 같다.

다) 전라권: 익산 성당포구마을 프로그램

성당포구 마을은 고려에서 조선 고종 때까지 세곡

을 조운(漕運)하던 포구가 있었다하여 성당포(聖堂

浦)라 불린다. 금강변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을 이용

하여 고란초자생지 관찰, 수리부엉이와 철새 관찰, 

금강 낙조 관찰, 금강 탐험 등 다양한 자연생태체험

이 이루어지고 있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희귀

보호식물인 고란초 자생지 관찰, 수리부엉이와 철새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생태탐방, 자연과 전통문화 체

험 프로그램, 농사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등이 운영

되고 있으며, 농촌 체험에서 더 나아가 자연환경을 

통한 생태체험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체험교육과 더

불어 관광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주변 농

원이나 마을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편백나무 숲이나 

교도소 탐방, 치즈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으며 세부 활동은 Table 5와 같다.

라) 충북권: 한드미마을 프로그램

한드미마을은 소백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산과 들, 

계곡, 천연동굴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 흥미롭고 즐거

운 체험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마을에 있는 공가

를 전통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산촌문화관과 방

갈로, 쉼터 등을 친환경적으로 건설하여 관광과 여가

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마을 구성원인 노인회, 부

녀회, 청년회 등의 협조로 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 프로그램, 숙박 시설, 수학여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 체험학습과 가족

Type Contents Type Contents

Nature

Polypodiales habitat observation

Traditional 
culture

Village ritual Byeolsinje 
(Harvest festival)

Observation of easgle-owl & migratory birds Chwado farmer’s music

Observation of geum river’s sunset National archery

Cypress forest tour Hwangpo boat sailing

Farming

Plating rice Harbor culture

Picking melon Geum river experience center

Picking potaotes and sweet potatoes

Craft

Bamboo water gun

Picking waxy corn Cross stitch

Picking beans Drawing a picture of harber 

Picking chestnut

Game in 
nature

Natural swimming pool

Traditional 
food

Making soy source & fermented fish Geum river tour on a boat

Making Kimchi Snow sledding

Making fermented soybean Bamboo water gun game

Table 5. Experience types and detailed contents in Sungdang port village’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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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여행객의 여가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는 농사체험, 산촌체

험, 생태체험, 음식체험 등이 있으며 전통 민속놀이 

체험을 통한 자연 속 체험 놀이터로써의 역할도 겸하

고 있다. 특히, 논과 밭에 있는 농민들의 정성이 깃든 

깨끗하고 맛 좋은 곡식과 열매들을 직접 수확하거나 

시식하는 체험을 통해 전통 마을의 품앗이와 협동의 

문화, 농촌 자연문화와 수확의 보람과 기쁨 등을 느

낄 수 있는 자연체험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2) 각 체험마을별 프로그램 종합 분석

각 체험마을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다음 Table 7과 같이 6개의 큰 영역 아래 세부 프로

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마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체험 영역도 있었지만 쇠꼴마을에서 

공예체험을 운영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마

을에서 자연체험, 농사체험, 전통문화체험, 전통음식

체험, 자연놀이체험, 공예체험 활동이 공통적으로 운

영되고 있었다.

그 외 공통점으로는 첫째, 모든 체험마을의 프로

그램이 학생 체험학습과 가족들의 여가활동 공간으

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체험교육의 범위가 학

생들의 체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여가활동까지 고

려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쇠꼴마을의 연수/

야유회 프로그램과 숙박시설 운영, 한드미 마을의 방

갈로와 캠핑장, 농촌가을캠프 그리고 성당포구 마을

Type Contents Type Contents

Traditional 
food

Cooking Mugwort cake
Traditional 
culture

Making & flying kite

Cooking Azalea pancake Snow sledding

Cooking potato cake Burning brush & straw

Cooking corn pancake by millstone

Craft

Bamboo flute & bow

Making Kimchi Natural soap

Making fermented soybean Lantern Cheongsachorong

Cooking stuffed rice cake Straw & plants

Cooking potato pancake Slingshot

Making dried persimmon Magic ballon

Making vinegar Pictorial book of maple leaf

Cooking Injeolmi

Farming

Picking spring herbs

Buckwheat noodle Plating potatoes

Nature

Treading barley plants Plating a seedling

Fishing Planting rice

Fishing snail Snail cultivation technique

Picking acorn Picking sweet potatoes

Picking & eating chestnut Reaping barley

Riding in cow cart Picking corns

Climbing Sobaek mountain Picking sweet potatoes

Ondal cave Picking persimmons

Riding in cultivator

Game in nature

Soccer in a rice paddy filed

Constellation storytelling Making igloo 

Mountain village storytelling Dabbling in water

Ecoteering Soil activity

Table 6. Experience types and detailed contents in Handemy village’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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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태체험 관광 등 모든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체험

학습과 여가 활용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교육내용은 자연과 전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

육 형태는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자연체험이나 자연놀이관련 활동이 모든 프

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었고 농사체험, 전통놀이, 전통

음식, 전통공예 등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삶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마을별 정보

를 제공하고 있었고,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간편 

예약 등 접근성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

에서 분석한 4개의 농촌 체험마을 외에도 비슷한 프

로그램을 가진 농촌 체험마을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체험마을의 특징과 장점을 잘 홍보해야 할 

것이다. 홈페이지나 접근성이 용이한 매체를 활용하

여 홍보하고 이용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더 많은 이용

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 특성별 분석 

농촌 체험마을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농촌 스스

로의 자발적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체험과 참

여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의 요소

와 특징, 지향하는 바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앞 절에서 프로그램별 영역과 내용 분석한 내

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의 속성이 어떤 프로그램

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프로그램별 지속가능발전교육 영역과의 관련성 

각 마을별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중복되는 활

동이 많기 때문에 마을별 모든 프로그램을 분석하지 

않고 모든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단, 공통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분석

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은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가) 사회ㆍ문화적 영역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지속가능발전교육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ㆍ문화적 영역

과 관련있는 활동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관련 요소

는 ‘건강ㆍ식품’과 ‘문화적 다양성’의 두 가지로 분석

되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건강과 식품의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우리 전통음식의 재료와 조리 방법, 보

관 방법 등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리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통음식 체험 중 관련 활

동을 ‘건강ㆍ식품’ 관련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의 개념을 “사회나 어떤 사회

집단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

서적 특징들의 집합, 그리고 예술과 문학 이외에도 

생활양식들, 함께 사는 방식들, 가치 체계, 전통, 신

념 등을 포괄한다”고 밝히고 있다(UNESCO 2010). 

즉 문화는 계급․성별․연령․직업 등을 초월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과 집단이 살아가는 모든 형태의 

다양한 삶의 양식 전체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농촌 체험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통음식체험, 자연체험, 농사체험, 공

Experience
types

Village
Nature Farming

Traditional 
culture

Traditional 
food

Game in 
nature

Craft Others

Soekkol ○ ○ ○ ○ ○ ×

Gaesil ○ ○ ○ ○ ○ ○

Sungdang port ○ ○ ○ ○ ○ ○

Handemy ○ ○ ○ ○ ○ ○

Table 7. Analysis result on the experience types in cas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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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험, 자연놀이, 전통문화체험 등의 모든 프로그램

이 조상 대대로 지켜져 내려온 우리의 삶의 양식이라

고 볼 수 있으므로 ‘문화적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고 분석할 수 있다. 

나) 환경적 영역 

환경적 영역에서는 ‘생물종 다양성’과 ‘환경문

제’ 두가지 요소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

물종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과도 관련이 있는 개념으

로써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멸종되고 

희귀화 되어가는 생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성당포구마

을의 경우, 희귀종인 고란초와 수리부엉이를 직접 관

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희귀종

에 관한 개념과 생물의 멸망, 생물 다양성 보존의 중

요성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한드미마을에서는 우렁이 재배 농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렁이 넣기, 우렁이 잡기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는데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먹거리의 위험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며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환

경문제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한드미마을의 우렁이 농법체험 프로그램 

이외에는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

램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농촌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농촌 체험교육의 내용이 상

당부분 자연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체험교육이 생활

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한 일회성 체험 행사로 끝나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문제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과 함께 보존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실천 의

지와 태도가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자연을 주제로 하는 체험이 주가 되는 농촌 

체험교육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나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와 태도를 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다. 따라서 자연체험이나 놀이가 많으면서도 환경문

제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

야 할 것이다.

Case program
Sustainability

Experience types Detailed contents

Area

Sociocultural

Health & food Traditional food
Making Korean Taffy, fermented fish, fermented soybean, 
Mugwort cake, azalea cake, kimchi, dried persimmon, etc.

Cultural 
diversity

Traditional food Making tofu, stuffed rice cake, vinegar, etc.

Nature Fishing loach, planting, fishing, treading barley plants, etc

Traditional 
culture

Traditional etiquette, traditional wedding, traditional game, 
etc.

Craft Bamboo water gin, kite, and lantern Cheongsachorong, etc.

Farming
Planting rice & potatoes, picking potatoes & spring herbs, 
etc.

Game in nature Soil activity, natural swimming pool, ect.

Environmental

Species 
diversity

Nature
Observation of polypodiales habitat, migratory birds, and 
eagle-owl, etc.

Environmental 
issues

Farming Snail cultivation technique (farming & fishing) and so on

Economic N/A

Table 8.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se program and 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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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적 영역 

프로그램 분석 결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경제적 

영역과 관련이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농촌 체험마을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지속가

능한 촌락이 되기 위한 농촌 자체적인 개혁 노력과 

프로그램 개발, 특성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경제적 영역 취약한 것은 

우리 전통 농촌 문화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협력과 나눔의 문화를 

중시했다. 두레와 품앗이 등 서로 돕고 협력하는 문

화가 바로 우리 농촌의 문화인 것이다. 따라서 협력

과 상생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경제 관련 프로그

램도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

하기 위한 인식과 태도를 기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대상 프로그램별 특징과 지속가능발전교

육의 관계

프로그램 영역 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각 농촌 체

험마을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에는 많은 공통점이 존

재한다. 하지만 농촌 체험마을의 지리적 환경과 상황

이 다르기 때문에 마을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운

영되거나 다른 마을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기도 했으

며 그러한 특징들을 지속가능발전교육 측면에서 분

석하였다. 연구대상 프로그램 특징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9와 같다. 

쇠꼴마을은 학생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더

불어 사회인들을 위한 연수/야유회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었다. 가족단위 여행객 및 어른 단체 유치를 

위하여 찜질방과 숙박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특징은 가족단

위 여행객이나 사회인 단체 이용객을 유치하는데 유

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연수/야유회 프로그램 역시 

자연체험, 생태로 탐방(둘레길 걷기) 등으로 이루어

져 있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 체험에서 더 나

아가 자연과 더불어 휴식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

에 지속가능한 여가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지속

가능한 여가를 제공하는 농촌은 현대인들에게 자연

과 함께하는 힐링의 장소로써 체험과 쉼을 함께 제공

하는 지속가능한 촌락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실마을은 혈연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애착과 발전 의지가 강하여 다른 마을보다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

었다. 마을 노인회나 부녀회의 도움을 받아 프로그램

을 진행하는 것은 한드미마을에서도 이루어지는 형

태이지만 1사 1촌, 1교 1촌의 자매결연을 통해 기업

체나 공공기관, 학교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개실마을만의 특색있는 운영방식으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기관, 학교, 지역사회, 기업과의 결연 사

업은 농촌 체험마을의 발전에서 더 나아가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촌락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현재도 계속 농촌 체험마을이 생겨

나고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가운데, 해당 마

을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이나 특징이 없이는 이용

객을 유치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농촌의 품앗이 문화를 지역사회로 확대시켜 타기관

이나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활동, 교육기부 

등의 혁신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마을의 경쟁력을 높

이고 지속가능한 촌락의 형태를 갖추고 발전시켜 나

가는 것이 필요하다. 

성당포구마을도 개실마을과 비슷한 측면으로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예시 활동으

로 근처 목장과 연계하여 치즈체험, 쿠키와 한과 만

들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화 마을이나 교도소 

세트장 방문 등 견학과 관광 차원의 프로그램을 추가

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계는 다른 체험마을과

의 차별성을 두고자 하는 마을 운영 주체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며 이용객들의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

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프

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마을 자체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

지 않아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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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장점이 있다. 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기관이

나 단체도 함께 윈윈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으므

로 협력과 공생의 우리 농촌 문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발전하고 이용하며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

촌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드미마을은 학생들의 체험학습 장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1박 2일의 농촌가을캠프를 운영하

며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숙박 및 캠핑이 가

능한 여가와 힐링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다. 연구대

상 프로그램 모두가 학생만이 아닌 가족 단위, 단체 

여행객들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한

드미마을의 경우 가을캠프처럼 집중 체험교육을 제

공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프로그램과는 다른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적지나 관광지 견학 중심의 

수학여행이 아닌 체험 중심의 수학여행이 이루어진

다는 측면에서 주목할만하다. 특히, 소규모ㆍ테마형 

현장학습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

와 관련하여 한드미마을의 수학여행 프로그램은 소

규모ㆍ테마형이라는 주제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드미마을의 특색있는 수학여

행 프로그램은 농촌을 체험교육의 장소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촌락의 지속가

능성에 관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가족단

위 프로그램을 유치하고자 하는 가을캠프 역시 ‘체험

하며 힐링하는’ 여가에 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준

다는 입자에서 지속가능한 여가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대상 프로그램별 특징과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모든 체험마을에서 운

영되는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속가능

발전교육 요소는 ‘지속가능한 촌락’과 ‘지속가능한 여

가’ 두 가지였다. 인구 도시집중 현상으로 인해 ‘떠나

는 농촌’이 아닌 ‘찾아오는 농촌, 즐기는 농촌’을 만들

기 위해 농촌 체험마을이 운영, 발전되고 있었으며, 

학생 체험교육과 더불어 일반 성인과 가족을 대상으

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교육 뿐 아니라 여

가적 측면에서 가족단위, 단체 여행객 등에게 접근하

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촌에서의 체험, 체험을 통한 

휴식과 성취, 자연을 통한 힐링 등은 농촌 체험마을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여가를 제공

Village Special programs Detailed contents
Elements 

related to ESD

Soekkol
Workshop/picnic program Program for citizens Sustainable village,

Sustainable leisureLodges (Sauna) Accommodation for family and organizations

Gaesil

Traditional wedding,
traditional etiquette

Traditional culture learning
Traditional Culture 
Inheritance

Picking strawberry
Specializing local products as experience 
programs

Sustainable village,
Sustainable leisure

Matching one company 
(or school) with one village

Sisterhood between institution and village 
Rural reformation,
Sustainable village,
Sustainable leisure

Sungdang 
port

Local village connection 
program

Jangwon farm tour (making cheese)
Sustainable village,
Sustainable leisure

Connecting with information network village

Visiting filming site of jail

Handemy

Fall camp in village
Program for family Rural reformation,

Sustainable village,
Sustainable leisure

Lodge & camp

School field trip Combination of tourism and rural experience

Table 9. Analysis result on the characteristics of cas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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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촌락 형성을 위한 노력

이자 지속가능한 여가 제공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촌락’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지속

가능한 여가’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체험마을의 노

력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를 통해 이

루어졌고 지속적으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ㆍ문화 영역 중 시민

참여(주민참여)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지속발전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가능발전교육 영역별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 이루어진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는 농촌 체험

마을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

점에서 해석하고자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총 4개 농촌 체험마을의 농촌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농촌 체험마을

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자연체험, 농사체험, 전통음

식, 전통문화, 자연놀이, 공예체험 등 상당부분 공통

적인 영역과 활동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각 체험마을

의 지리적, 환경적 조건에 맞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나 운영 방식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분석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영역과 내용을 포함

한 분석 기준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ㆍ문화, 환경, 경제 세 가지 영역 중 사회ㆍ문화

와 환경 두 가지 영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영역의 특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영

역 중 건강․식품과 문화적 다양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관련 프로그램은 전통음식 만들기 영역의 

젓갈류 만들기, 메주 만들기, 김장하기, 곶감 만들기 

등 우리 전통 음식의 재료와 조리 방법, 보관방법의 

특징을 살린 체험활동이 포함되었다. 

문화적 다양성의 요소는 전통음식, 자연체험, 전통

문화, 공예체험, 자연놀이 등 모든 프로그램이 문화

적 다양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문화의 개념을 사회적 생활양식, 전통, 신념을 포

함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때, 농촌 체험마을에서 진행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 전통을 계승하고 체

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을 내포하는 활

동으로 분석하였다. 

환경적 영역에서는 생물종 다양성과 환경문제와 관

련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생물종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의 개념으로써 생물의 위기, 멸종, 희귀화 

등의 현상을 포함한다. 연구대상 마을 중 한 곳에서 

희귀 동식물을 직접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이었

고, 그러한 프로그램은 생태계 평형과 환경문제에 관

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생물종 

다양성 관련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농사체험 

중 우렁이 재배 농법체험 프로그램은 친환경 농법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에서 더 나아가 농약과 

화확비료로 인한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

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와 관련된 체험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체험마을별 특색 프로그램을 분석하며 

지속가능성 관련 요소를 탐색하였는데 대부분의 마

을에서 지속가능한 촌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입

장에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기업체나 학교, 지역사회와 자매결연,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는 체험마을이나 농촌 체험교육 프로그

램을 수학여행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은 농촌을 자연친화적 거주와 

곡식 생산의 공간에서 더 나아가 관광과 체험학습의 

장소로 인식을 전환시키고 관련 사업을 발전시켜 나

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농촌 체험교육을 단순한 일회성 체험이 아닌 지속적

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

고자 하는 노력은 침체되어 가는 농촌에 힘을 불어넣

어 주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농가 소득 창출, 노인 일

자리 창출, 학교급별 체험학습 제공, 가족 단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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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모집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농촌 체험마을의 체험교육이 교육과 여가 측

면에서 부각되고 있는 점은 학습자 참여형 수업을 통

한 실천 강화, 지속가능한 여가 제공 등 지속가능발

전에서 지향하는 내용 및 목표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농촌 체험교육은 

체험과 웰빙에 관한 학교, 사회적 수요와 맞물려 생

겨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농촌 체험 프

로그램은 체험을 통해 환경,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

성을 습득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

히, 농촌 체험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범위가 유아부터 

성인까지 넓은 것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에 관한 

관점을 정립하고 태도를 기르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준비한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물론, 현재까

지의 농촌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지속가능발

전의 관점을 담고 있지 못하고 한정적인 몇 개의 영

역과 요소만을 포함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

다. 따라서 농촌에 거주하는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촌락, 체험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지속가

능한 교육,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는 지속가능한 여

가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현재의 부족한 점을 보완

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다양한 요소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교육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농촌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

계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우리나

라 좋은 마을 웰촌]과 같이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부나 시도교육

청 차원의 인증과 관리,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그렇게 된다면 농촌 체험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참여율이나 만족도, 효과 등도 높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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