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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양조장에 관한 연구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

고 병 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술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인문 자연적 경관의 산물이다 같은 원료을 활용하 , . 

여 같은 방식으로 발효를 하더라도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물은 작물을 둘러싼 기후, 

토양과 같은 자연환경과 발효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 

차이는 하나의 양식이 주거 의복 음식과 같이 전통적인 모습과 형태를 갖추어 내려, , 

오고 있다 다양한 자연 문화 환경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의 술은 그 자체로 . , 

매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술에 대한 소비를 넘어 생산 시설과 그를 둘러싼 지역의 . 

경관과 제조과정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전으

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와인 위스키 사케 생산지는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일상에, , 

서 할 수 없는 체험과 새로운 배움을 얻는 특수 관광지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집집 마다 술을 빚던 가양주 문화를 기반으로 각기 다른 우리나라의 전통주류는 술 

이 각기 다른 지역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근대 이후 상업적 공간으로서 지역 양조장. 

이 등장한 이후에도 양조장은 단순히 술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이 아닌 사람과 돈이 

모이는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중심지로서 기여를 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여, 

겨져 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며 농촌 사회는 소멸의 길로 들어서기 . 

시작했으며 한정된 지역에서 전해오던 지역의 전통주류와 양조장은 흔함과 익숙함으

로 인해 점차 경쟁력을 잃고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주와 그를 생산하는 양조장은 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반영하는 고유 공간임을 재조명

하고 이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을 넘어 해외의 유수 사례지들과 같이 관광 자원으, 

로서의 특성을 고찰하고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양조장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 

해 양조장들의 자체적 외부적 속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유형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 . 



전통주 생산지로서의 이례적으로 많은 수의 양조장들이 모여 있으며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 서천군의 한산 소곡주 생

산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 요인과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양조장을 총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 6 . 

지역 양조장을 단순히 막걸리 약주에 해당하는 관습적 의미에 해당하는 전통주류를 , 

생산하는 양조장이 아닌 지역 특산주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등을 바탕으로 외래주, 

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형태의 양조장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

적으로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양조장의 가치에 대해 조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의 양성화 과정과 구성 주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밀집 , ‘

형 양조장 에 해당하는 서천군 한산면 일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산 소곡주 생산지’ . 

역은 우리나라에서 이례적으로 가양주 문화가 이어져 내려오는 곳임과 동시에 지역 

산업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천군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있는 장소이다 이에 .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주 생산지에 대해 고찰하고 지역에서 행

해지는 활성화 사업과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를 통해 한산 소곡주  , 

생산지역의 활성화 요인과 발전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대상지뿐 아. 

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는 지역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에 대해서

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점차 노령화되고 있는 여러 농촌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시

사점을 밝혔다.

 

주요어 지역 관광 지역 활성화 도시 재생 전통주 관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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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cus on Production Area of Hansan Sogokju in Secheon-

KO, BYUNG-JIN

Dept. of. Landscape Archti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rink is the product of the unique humanities and natural scenery that 

appears in the region. Even if fermentation is performed in the same way 

using the same raw material, different results are caused by small 

differenc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such as the climate and soil 

surrounding the crop and in the fermentation process. This difference is 

that one style has come down with a traditional appearance and form, 

such as housing, clothing, and food. Local alcohol, which appears in 

various natural and cultural environments, has its own charm. In 

particular, the desire to satisfy curiosity about production facilities and the 

landscape and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surrounding region beyond 

consumption of alcohol is increasing, and wine, whiskey, and sake 

production sites, which are highly recognized as world wars, have begun to 

emerge as special tourist destinations that cannot be done in daily life.

 Based on the Gayangju culture, which used to make alcohol from each 

house, different traditional liquor in Korea shows that alcohol is a product 

of different regions. Since modern times, even after the emergence of local 

breweries as commercial spaces, breweries have been regarded as 

representative spaces of the region, contributing as the economic and 

social center of rural areas where people and money gather, not just 

producing and selling alcohol. However, a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progressed, rural communities began to enter the path of 

extinction, and traditional liquor and breweries in limited areas gradually 

lost their competitiveness and disappeared due to their commonness and 

familiarity. Therefore, this study re-examined that Korea's traditional liquor 

and breweries that produce it are unique spaces that reflect the local 

landscape and environment, and judg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ourism 

resources should be considered and revitalized like leading overseas case 

papers.

 Accordingly, in this study, for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local 

breweries as tourism resources, categorization was conducted through 

analysis of the own and external attributes of breweries. In addition, an 

unusually large number of breweries as traditional liquor production sites 

were gathered, and the activation factors and development tasks were 

presented for the Hansan Sogokju production area in Seocheon-gun, where 

local governments can observe the effect of revitalizing local tourism. 

Based on the study, three implications were derived in this study.

 First, local breweries were classified into a total of six types as tourism 

resources. In this process, local breweries were not simply breweries that 

produce traditional liquor corresponding to makgeolli and medicinal liquor, 

but rather local specialty breweries that produce foreign liquor based on 

licenses for small-scale liquor.

 Second, the area of Hansan-myeon, Seocheon-gun, which is a "dense 

brewery," was examined through an analysis of the cultivation process and 

composition of the Hansan Sogokju production area. The Hansan Sogokju 

production area is an unusual place where Gayangju culture continues in 

Korea,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financial support from Seocheon-gun 

to revitalize local industrialization and tourism. Through this analysis, we 

tried to examine Korea's representative traditional liquor production sites 

and to find out the revitalization projects and directions conducted in the 

region.

 Third, through interviews with subjects who contribute to regional 

revitalization, the activation factors and development tasks of the Hansan 

Sogokju production area were derived. In this process, conflicts that may 

arise not only in the research target site but also in other regions in the 

process of regional industrialization were discovered, and implic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various aging rural communities were revealed.

keywords : Regional tourism, Regional revitalization, 

           Urban revitalization, Tour of traditional liquor

           Hansan Sogokju

Student Number : 2020-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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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연구의 배경1. 

년 이후 국내 주류시장의 규모는 약 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2010 3.3%

통주는 주류 시장에서 외면을 받아왔고 지역 특산주는 성장이 오랫동안 정체, 

되어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주 산업 ( , 2016). 

활성화를 위해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지침을 마련, 

하는 등 전통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년까지 . 2016

감소 추세였던 전통주는 년 이후 반등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2017 , 

른 주류와 달리 온라인으로 술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전통주를 대상으로 

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0).

전통주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소득과 여가를 위한 시간이 점차 증가함에 따

라 술과 결합한 관광의 형태에도 많은 관심이 생겨나고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

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술의 생산지를 관광 상품화 하여 개발하. 

고 지역으로의 관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영국의 스코트랜드, . , 

프랑스의 보르도 미국의 나파밸리와 같은 지역들은 술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 

을 활성화 시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이익 또한 동시에 

얻고 있다 특히 와인 관광은 와인 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마케. 

팅 수단으로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거점마다 지역민들에게 농주를 공급하는 지

역 양조장이 있었지만 양조장을 관광 상품화하고 여가 공간이라는 인식 자체, 

가 부족했다 특히 막걸리를 생산하는 지역 양조장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경. 

제활동의 공간이며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며 운영되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최유정 오히려 농촌의 인구 감소와 도시화로 인한 농촌 소멸( , 2018). 

과 소주 맥주와 같은 주종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전통주를 생산하는 양조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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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러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은 한계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 양조장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

화 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 속에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

으며 지역의 소규모 양조장들은 학계와 일반인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년부터 시행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다양한 2013 ‘ ’ 

체험을 할 수 있고 방문할 가치가 있는 갖춘 지역의 양조장을 발굴하고 지원

함으로서 지역 양조장을 술을 제조하는 공간에서 문화적 체험과 관광적 기능

이 가능한 곳으로 인식을 전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지역에서 . 

생산되는 주류를 산업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정

책적 지원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의 양조장들도 홍보와 판매 증진을 위해 , 

이에 이에 호응하며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탁주 약주 증류식 소주와 같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양조장들은 각각의 주, , 

종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브랜드의 스토리를 활용함과 동시에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보고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전. 

통주 외에 포도 생산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와인 생산 농가들 또한 차 산업화6

를 통해 단순히 술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여가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심 내 위치하는 수제 맥주 브루어리 또한 . sns

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지도를 확보하고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는 경, 

우가 생겨나는 추세로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양조장에 대한 관심은 점차 늘어

나고 또한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은 술과 결합된 관광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그러지 

못하던 중 단순한 생산 시설을 넘어 여가 관광 자원적 성격을 지닌 복합 문, 

화적 공간으로서 지역 양조장의 등장에는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역 양조. 

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행정부와 지자체 개별적인 양조장들의 노력과 지원,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의 술과 관련된 관광 자원들에 비해 인지도나 활용

성 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많이 부족하며 전통주와 지역 양조장의 관광 자원, 

화와 문화의 계승 및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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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싱 특히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와인 관( , 2018). 

광에 대한 연구에 비해 전통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에 대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고 관광 자원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

점이다 고동섭(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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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2. 

본 연구에서는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양조장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

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양한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양조장의 유. 

형을 분류하고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서 양조장을 활용하기 위한 착안점을 도, 

출한다 지역 양조장이 단순한 생산지가 아닌 지역 관광의 자원으로서의 의미. 

에 대한 고찰과 체계적인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역 양조장 관광에 대한 

이해 및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일대의 소곡주 생산지역을 대상으로 하

여 대상지의 특성과 구성 주체 활성화 요인과 향후 발전 과제를 파악한다, . 

지역 양조장과 전통주를 통해 지역 산업과 관광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대상지

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지역 양조장을 활용하는 관광 자원화를 위한 전략

과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방향을 다음. 

과 같다.

첫째 지역 양조장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형화를 통해 우리나라, 

에 위치하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지역 양조장에 대한 유형을 정의한다 유형화. 

를 위해서는 지역 양조장들의 자체적 외부적인 속성에 대한 분석을 한다, .

둘째 서천군 한산면 소곡주 생산지역의 양성화 과정과 이에 따른 특성과 , 

구성 주체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구성 주체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 

역의 현황과 논점에 대해 밝힌다.

셋째 대상지의 현황과 논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의 활성화 요인과 , 

발전 과제를 밝힌다 해당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른 지역의 사업 계획의 . 

수립과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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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연구의 범위2

공간적 범위1. 

본 연구는 지역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역 양조장들을 연구의 대

상으로 한다 국립 국어원에서 밝힌 양조장의 의미는 술이나 간장 식초 따. ‘ , 

위를 담가 만들어 내는 공장 으로 오랫동안 양조장은 관광지 여가를 보낼 ’ , 

수 있는 장소이기보다 술을 만들고 판매하는 생산지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반면 최근 찾아가는 양조장 을 포함하는 복합화된 형태를 갖춘 지역 양조장‘ ’

은 생산에서 관광 체험까지 연계된 공간으로 평가받기에 지역 관광 자원으로, 

서의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장소로 판단되어 유

형화를 위한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중 역사성이 깊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 

관계를 맺으며 밀집하여 조합의 형태를 이루어 지역의 대표산업으로 여겨지는 

서천군 한산면 일대의 소곡주를 생산하는 양조장들을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하

였다.

내용적 범위2. 

본 연구는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서 양조장의 특징을 분석하고 유형화 하여 

그 중 밀집형 양조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주와 이를 생산하는 지역 양조장의 개념과 역사적인 

흐름을 고찰하였다 또한 관광의 개념과 술을 활용하여 관광화에 성공한 사례. 

를 살펴보고 관광 자원에 해당할 수 있는 양조장들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

하고자 한다 이중 지역 양조장의 자체적 외부적 속성에 해당하는 특성에 대. , 

한 분석을 바탕으로 양조장 대상지의 유형화를 통해 각각의 유형의 형태의 개

념을 정립하여 지역 양조장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후 최종적으. 

로는 밀집형 양조장들에 해당하는 서천군 한산면 소곡주 생산지역의 차별적인 

특징과 양성화 과정을 파악하고 이후 지역의 활성화 요인과 향후 발전 과제, 

를 제안하였다.



- 6 -

절 선행연구 검토3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1. 

찾아가는 양조장 으로 선정된 양조장들의 유형화와 분석 활용방안에 대‘ ’ , 

한 제안에 앞서 본 연구는 크게 가지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첫3 . 

째 주류 관련된 관광에 관한 연구 둘째 주류와 관련된 관광의 선택속성과 , , , 

만족도에 관한 연구 셋째 양조장 공간 자체 혹은 양조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 , 

관한 연구들이다.

주류와 관련된 관광에 관한 연구(1) 

윤병호 외 은 충북 영동 지역의 와인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방법론을 (2016) Q

통해 와인 관광의 문제점과 현황 그리고 와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선호 비, , 

선호 요인을 파악하였다.

조미나 는 막걸리의 정의와 분류 막걸리 산업의 역사와 현황과 문제점(2015) , 

을 살펴보고 막걸리의 차 산업화를 위한 차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 6 1, 2, 3

전략을 제시하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지선 외 은 와인 해외의 전통주 관광 사례를 참고하여 충청권 전3(2009) , 

통주 관광 트레일 개발을 위한 지역의 전통주를 포함한 관광적 자원 현황을 

도출하고 전통주와 전통주 관관 요소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조사를 하였다.

전혜진 외 은 와인 기차 여행 관광 사례를 특수목적관광1(2009) (Special 

의 관점에서 참여자들의 특성과 관광 동기 선호하는 프로그Interest Tourism) , 

램을 분석하고 군집 분석을 실시한 후 각 군집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

였다.

전진아 은 한국 와이너리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항목을 도출하고 전(2018)

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향후 와

이너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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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와인관광지로서 충북 영동 “

지역에 대한 영동와인 생산자들의 

주관성 연구 : 

방법론Q ”

유병호 황조혜, (2016)

와인 생산자들과 산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주관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영동 지역 와인 관광에 대한 현황에 

대한 파악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 

막걸리 관광의 차 산업화를 “ 6

통한 활성화 방안”

조미나(2015)

막걸리에 대한 정의 및 분류 역사에 대한 고찰과 산업의 , 

현황과 문제점를 막걸리 산업의 차 산업화와 관광의 6

활성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

전통주 관광트레일 개발을 위한 “

전통주 인지도 및 중요 요소 분석 

충남권 전통주 관광자원을 –

중심으로-”

김지선 정은미 석용현, , , 

타가미 히토시(2009)

충청남도 지역의 전통주 및 관광자원에 대한 분석과 

잠재적 소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관광 

개발을 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전략 및 

시사점에 대한 제공

특수목적관광상품“ (SIT)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전혜진 이희승, (2009)

와인 관광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군집 대상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제안하여 단순한 

체험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과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 도출

한국와이너리 관광자원 개발 “

연구 델파이 기법과 계층적 –

의사결정방법 으로(AHP) ”

전진아(2018)

델파이 기법을 통한 우리나라 와이너리의 관광 자원 

개발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대영역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들을 도출하여 와인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지침 개발

표 술의 종류 및 내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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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관련된 관광의 선택속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2) 

이수정 은 와인 관광에 대한 특성과 체험에 대한 선호요인 인식에 대(2011) , 

한 고찰과 분석 후 설문 조사를 통해 와이너리의 체험활동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혔다.

고동섭 은 전통주 관광동기와 관광지 선택속성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2010)

고찰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어떤 관광지 선택속성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 

측정하였다.

이양희 외 은 부산 산성 막걸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그에 영1(2013)

향을 미치는 선택속성을 분석하였다.

김민경 은 무형문화재 지정 전통주 관광 상품을 대상으로 선택속성에 (2018)

대한 중요도 수행도 분석을 통해 시사점과 제도적 환경 상품화 현황을 도출- , 

하고 성공적인 관광 상품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최윤영 외 은 국내의 와이너리를 방문해본 경험이 있는 관광객을 대1(2018)

상으로 체험활동과 방문객들의 지각된 가치와 만족도 행동 의도와 재방문, , 

추천 의사와의 관계를 밝히고 와이너리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의 개선 방안

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박경심 은 전통주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주 관광(2018)

에서 경험하는 체험과 후속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전통주 관광의 활

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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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와인 소비자 유형별 와이어리 “

투어의 체험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수정(2010)

와이너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방문객들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그에 , 

대한 동기와 만족도 영향관계를 분석, 

전통주 관광동기와 관광지 “

선택속성이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동섭(2010)

전통주 관광을 체험해본 체험객을 대상으로 전통주 

관광에 대한 동기와 선택속성 만족 행동의도의 , ,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통주 관광의 의의와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한 제안

막걸리관광 선택속성의 분석에 “

관한 연구 부산 산성막걸리를 –

중심으로-”

이양희 박대환, (2013)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막걸리 관광의 선택속성에 대한 

항목을 도출하고 요소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여 

막걸리 관광이 가져야 할 차별성과 전문성 프로그램의 , 

다양화 등에 관한 방안 제안

무형문화재 전통주 관광상품의 “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 

중요도 수행도 분석 을 - (IPA)

중심으로-”

김민경(2019)

전통주 중 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관광 상품의 

선택속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맞춤화 전략 적절한 상품화개발 등 전통주 , 

관광의 상품화 방안에 대해 모색

전통주 관광지 속성 체험 만족“ , , , 

행동의도의 관계 연구”

박경심(2018)

전통주 관광지의 속성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과 만족 향후 ,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전통주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한국와이너리 관광자원 개발 “

연구 델파이 기법과 계층적 –

의사결정방법 으로(AHP) ”

전진아(2018)

델파이 기법을 통한 우리나라 와이너리의 관광 자원 

개발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대영역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들을 도출하여 와인 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침 개발

표 술과 관련된 관광의 선택속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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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장 공간 자체 혹은 양조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3) 

김동훈 외 는 양조장의 근대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밝혀내고 전통주 양(2015) , 

조장의 공간계획 요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정의를 통해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내공간 계획 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희전 외 은 서천 한산면 소곡주 마을을 대상으로 현황 파악 및 분석(2008)

을 통해 소곡주를 통한 마을의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유정 은 경북 칠곡군의 칠곡 양조장의 현황과 공간을 분석하고 막걸(2018)

리 양조장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문화 유산적 가치를 밝혀 지역의 양조장이 지

역 이해를 위한 중요한 자원임을 밝혔다.

이서현 은 충청남도에 위치한 양촌 양조장의 역사와 현황을 조사하며 (2019)

건축적 경제사적 양조기술의 전승 문화적 가치를 밝히고 공간과 양조장의 , ,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김상범 외 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해창 주조장의 정원의 역사성과 구2(2011)

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본식 정원으로서의 공간적 특징을 밝히고 근대문화

유산으로 일본식 정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김은희 는 와인 관광의 가치를 밝히며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가진 (2014)

대부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부도 와인 관광의 중심에 있는 그린영농조합

의 현황을 분석하고 와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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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근대건축물 미곡창고를 활용한 “

전통주 양조장 실내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김동훈 오세은, (2015)

근대 건축으로서 양조장의 건축에 대한 고찰과 양조장의 

공간계획 요소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공간 

활용에 있어 필요한 전략 및 활성화에 대해 기여

소곡주 마을의 관광 상품화 “

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전 김경원, (2008)

서천군 한산면 일대에 위치한 소곡주 마을에 대한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마을 내 위치하는 정책적 산업적 문제점을 , 

지적하고 관광 상품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 

막걸리 양조장의 기능과 “

문화유산 가치 칠곡양조장 의 -‘ ’

사례를 중심으로”

최유정(2018)

경상북도 칠곡에 위치한 칠곡양조장 을 대상으로 지역 ‘ ’

양조장의 건축사적 가치가 아닌 사회문화적 기능과 

문화유산적 가치를 밝혀 군대문화유산으로서 양조장의 

가치를 재조명

양촌양조장의 문화유산 가치와 “

활용에 대한 연구”

김민경(2020)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한 양촌양조장 의 건축적 지역 ‘ ’ , 

내 경제사적 전승 문화적 가치에 대해 분석하고 양조장의 , 

공간과 콘텐츠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

전라남도 해남 해창 “ ‘

주조장 의 일본정원의 ’

공간구성원리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김상범 윤용석 김덕삼 , , (2011)

년대에 조성된 해창 주조장 에 조성된 정원에서 1920 ‘ ’

찾아볼 수 있는 일본식 구성에 대해 고찰하여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양조장의 건축적 가치에 대해 

판단할 수 있데 기여

대부도 와인관광을 활용한 섬 “

관광 활성화 방안”

김은희(2014)

섬 관광 활성화에 섬 내 위치한 와인 생산지가 

기여한다는 점을 대부도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제안

표 술과 관련된 관광의 선택속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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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차별점2. 

본 연구에서는 술과 관련된 관광과 술을 생산하는 양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에 맞추어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첫째 술과 관련된 관광에 관한 선행연구는 전통주 와이너리를 활용한 관광의 , 

가치를 밝히고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상이 . 

되는 지역과 요소가 특수하고 다양한 지역과 양조 공간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 

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술과 관련된 관광의 선택속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양조장을 활용

한 관광의 가치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실질적으로 양조장을 방문하는 관광

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관광지의 공간적 . 

특성과 현황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셋째 양조장 공간 자체 혹은 양조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각각의 

양조장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활용방안과 고유의 가치를 

밝혀냈으나 우리나라에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양조장 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를 위한 비교와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 자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양조장들을 대상으

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속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우

리나라의 지역 양조장에 대한 특성을 폭넓게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중 밀집형 양, ‘

조장 에 해당하는 서천군 한산면 일대의 소곡주 생산지역의 양조장들에 대한 심’

층적인 분석을 통해 양조장을 활용한 지역의 활성화 요인과 향후 발전과제를 도출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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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 및 과정4. 

연구의 방법1. 

본 연구에서는 전통주와 전통주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양조장들에 대한 고

찰과 유형화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양조장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

고 유형별 양조장들의 입지 공간 사회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 양, , , 

조장들의 가치와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헌 조사를 통해 전통주의 개념과 우리나라 양조장들의 탄생과 역사적 전개,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대한 현황‘ ’

과 의의를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전통주는 민속주와 지역 특산주라는 두 가. 

지 성격이 있음과 찾아가는 양조장의 운영적 성과를 밝혔다 또한 지역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해외의 양조장과 산업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이후 우

리나라의 양조장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얻고자 하였다.

이후 찾아가는 양조장 으로 선정된 양조장들과 관광 자원으로서의 성격‘ ’

을 갖춘 지역 양조장들의 특성을 유형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화를 위. 

한 과정에서는 지역 양조장들의 자체적 외부적 속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 6

지 유형의 양조장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관광 자원으로서의 지역 양조장이 미치는 지역 활성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밀집형 양조장 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에 위치‘ ’

하는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양조. 

장의 특징에 대해 더욱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양, 

조장이 지역 관관 자원으로서 활용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 

지역 양조장과 동자북 마을 소곡주 갤러리의 운영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 

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표 과 같다 이후 인터뷰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한[ 1-1] . 

산 소곡주 생산지역의 활성화 요인과 향후 발전 과제에 대해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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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피면접자 기본사항[ 1-4 ] 

번호 구분 특성 응답자 성별 연령

1

지역 

양조장

양조장 운영 A 남 대50

2 양조장 운영 B 여 대50

3 양조장 운영 C 여 대60

4 양조장 운영 D 남 대20

5 양조장 운영 E 남 대50

6 양조장 운영 F 남 대50

7 동자북 

마을

동자북 마을 이장 G 여 대60

8 동자북마을 사무장 H 여 대50

9
소곡주 

갤러리
소곡주 갤러리 운영 I 남 대50

10 관광객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 관광객 J 남 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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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과정2. 

표 연구의 과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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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적 배경2

절 지역 양조장의 개요1

전통주의 개념 및 분류1. 

전통주는 한 나라나 지역 등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양조법으로 만든 술이

다 국립 국어원 관습적인 의미로 전통주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시대상( , 2021). 

을 반영하며 역사와 문화가 담긴 술이며 전통적인 양조장을 계승하고 보존하

며 빚는 술이라 정의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오랜 기간 전승되어온 ( , 2021). 

지역 주민들의 식생활과 풍속이 담겨있는 문화적인 산물이다 세계의 여러 나. 

라들은 그들의 독특한 지역적 문화적 요인들을 바탕으로 탄생한 고유의 전통, 

주를 만들었고 고유의 전통주들은 현대에 특정 국가들을 대표하는 중요한 생, 

산물로 여겨진다.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 그리고 고려에 이르기까지 술과 관련된 기록과 내, 

용은 여러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통 사회에서 각종 의례와 제사. , 

그리고 농사일을 함에 있어 술을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였고 그에 따, 

라 전통주는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삼국시대에는 이미 곡물을 사용하. 

는 곡주가 정착되었고 고려 시대에는 다양한 제조법을 바탕으로 한 탁주와 , 

약주뿐 아니라 몽고 침략기를 거치며 증류주인 소주 등 여러 형태의 술로 발

전하였고 조선 시대에는 가양주 형태로 전승되는 전통주 문화는 꽃을 피우게 , 

된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일본의 주세법 공표와 년 식량 부족을 해결하고자 1965

했던 양곡관리법 등을 계기로 전통주의 자리는 희석식 소주 맥주와 같은 술, 

들로 대체되게 된다 그러나 년 아시안 게임과 년 서울 올림픽을 계. 1986 1988

기로 그동안 소흘 했었던 전통문화에 대한 보전과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전통주 산업은 변화 국면을 맞이한다 박경심 그에 따라 전통주에 관한 ( , 2018). 

다양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있었고 현재에도 전통주에 대한 관심과 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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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전통주의 범위와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

다 고동섭( , 2010). 

주세법에서의 주류 는 주정과 알코올분 도 이상의 음료 그리고 그것과 ‘ ’ 1 ,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류는 크게 주정과 탁. 

주 과실주와 같은 발효주류와 위스키 소주와 같은 증류주류 그리고 기타 주, , , 

류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는 주정을 포함한 총 가지의 주종이 있으며 이들. 12

에 대한 특징은 표 과 같다[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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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명희: (2019)

주류 내용

주정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키거나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

올분 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85

발

효

주

류

탁주
녹말이 포함된 재료 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 ( ) ( ) 麴

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약주
녹말이 포함된 재료 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 ( ) ( ) 麴

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청주
곡류 중 쌀 찹쌀을 포함한다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 ( ), ( ) 麴

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 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맥주
엿기름 밀엿기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홉 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 ( . ), ( . 

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과실주

과실 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 ( .) 

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거나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증

류

주

류

소주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 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 , ( )麴

으로 증류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를 원료. , ( )

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ㆍ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 

는 자작나무숯 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한다( ) .

위스키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

한 것이거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등

브랜디 과실주를 과실주지게미를 포함한다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 ) 

일반 

증류주

수수 또는 옥수수 그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을 원료 고량주 지게미를 첨· , (

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하거나 )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 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 , ( )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술덧이나 그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하거나 주정과 그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

류를 자작나무 숯으로 여과하여 무색 투명하게 제성한 것,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리큐르 증류주와 리큐르의 규정에 따른 주류로서 불휘발분이 도 이상인 것· 2

기타주류

용해하여 알코올분 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1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발효주류에 따른 주류 외의 것·

쌀 및 입국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표 술의 종류 및 내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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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에 시행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전통주는 2021 1

다음과 표 와 같다[ 2-2]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17

형문화재 보유자 및같은 법 제 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32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식품산업진흥법 제 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제조14「 」 

하는 주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3 「

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 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3」 

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 ) 

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 

조 제 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8 1

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가 와 나 는 무형문화재와 기능보유자 식품명인이 주체가 되는 민속주에 포) ) , 

함된다 민속주는 향토 음식산업과 전통문화의 보전을 위해 제조법을 계승하. 

고 발전시키는 의의가 있다 다 는 지역의 농 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지역 특. ) , 

산주에 해당한다 지역 특산주는 관습적인 의미에서 전통주로 여겨지지 않는 . 

포도주 사과주와 같은 과실주까지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 

정되고 있다 이자아 지역 특산주는 술의 계승보다 지역의 농산물을 소( , 2018). 

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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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민경: (2019)

구분 지정기관 정의 및 근거 법령 주체

전

통

주

민속주

문화재청/

시 도·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

추천하고 주류심의위원회를 거친 주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농 식품부·

농수산 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하여 농림부 

장관이 지정한 주류부문 전통식품 명인 중

에서 농림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추천하여 

주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주류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역 

특산주

농 식품부· /

지 자체·

농어업인 생산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 ․

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주류 농민주( )
농 어업인·

표 전통주의 정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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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양조장의 정의 및 범위2. 

주류 생산 면허에 따른 지역 양조장의 구분(1)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지역 양조장은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생산하는 업체 

개 식품안전나라 중 주류 생산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류 제조 1,198 ( , 2018) 

면허와 지역 양조장을 정의하고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제시된 주류 생산 면허 . 

외에 일반 면허를 보유한 양조장 중 관습적 의미의 전통주를 생산하고 지역 ,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양조장들 또한 연구의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그에 

대한 내용과 사례 대상지는 표 과 같다[ 2-3] .

식품명인과 무형문화재가 주체가 되어 생산하는 민속주를 생산하는 양조장

의 경우 관습적 의미로서의 전통주에 가까운 주류를 생산하는 곳으로 비교적 

오랜 역사적 가치와 전통을 인정받고 있다 전통주를 생산하는 지역 양조장은 . 

술을 생산하는 것 뿐 아니라 전통주의 보존과 계승 맥주 희석식 소주에 비, , 

해 뒤떨어지는 인지도와 점유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정책적 지

원 또한 함께 받는다 특히 무형문화재가 주체가 되어 민속주를 생산하는 양. 

조장이 속한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민속주를 보존 전승시키려는 노력, 

과 함께 전시관 교육관을 운영하여 홍보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 

데 전수관은 복합 공간화 하여 지역 문화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김, (

민경, 2019).

지역 특산주의 가장 대표적인 주종인 포도주는 주류 시장이 개방되고 주류 

소비성향이 다양화되고 고급화됨에 따라 관심과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산 포도주를 생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특, 

히 충청북도의 영동 경상북도의 영천 지역을 대상으로 와이너리가 육성되었, 

으며 와인 특화지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전진아 그 외에 오미자 사과 ( , 2018). , 

등 다양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과실주를 생산하는 지역 양조장이 생겨났는

데 이들은 주류 산업의 차 산업화를 위한 체험 시음 프로그램 및 숙박 식, 6 , , 

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특산주 면허를 . 

보유한 양조장은 민속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에 비해 역사성이 떨어지지만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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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산하는 양조장 인근 지역의 원료를 사용하여 지역색을 드러낸다. 

그와 더불어 근래에 들어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를 보유한 양조장들 또한 지역 관

광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였다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는 소규모 제조 면허 법. 

령은 년에 시행된 제도로 초기에는 맥주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주2016 , 

종이 늘어나 탁주와 약 청주 과실주까지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비교적 · , .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원료의 조달과 유통보다는 추구하는 특색에 따라 

도심 농촌 등 자유로운 입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주류 문화를 이끄는 ,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받기도 한다 한국 가양주 연구소( , 2016).

그 밖에 지역에 기반을 두고 관습적 의미로서의 전통주를 생산하는 양조장

들 또한 연구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특히 덕산 양조장 지평주조와 같은 지역. , 

의 양조장들은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건축적 가

치를 인다고 평가받으며 영양군의 영양 양조장 또한 지역의 자산으로 인정받

아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지자체의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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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례 양조장

전

통

주 

면

허

민속주 

면허

주류부문의 시 도지정 문화재 보유자 식품명인이 제· , , 

조하는 주류

지역 내에서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성을 인정받음· 

가장 전통주의 의미에 부합하는 주류로 개인 뿐 아니· 

라 국가에서도 보존 및 전승에 노력

술에 대한 스토리텔링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

홍보와 교육 체험을 위한 체험관 전시실 등을 조성 운영, , , 

한산 소곡주 신평, 

양조장 금정산성 , 

토산주

지역 

특산주 

면허

농 어업인들이 지역의 특산 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하여 · , 

제조하는 술

민속주에 해당하지 않는 탁주 약 청주 증류주들에 해· , · , 

당하는 관습적 의미의 전통주 뿐 아니라 포도 사과 등 지, 

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과실주도 포함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

를 촉진하여 활성화시킴에 따라 기바능로 하는 지역사회

와의 관계성을 띔

주류의 차산업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양조장의 농장· 6

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시행중

배상면주가 복순, 

도가 한국와인, , 

고도리와이너리,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탁주 약 청주 맥주 과실주를 기존에 발급받을 수 · , · , , 

있었던 주류 면허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주류를 제조

전통주 면허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통신판매가 불· 

가함

면허 발급에 앞서 식품접객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 

받은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병입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영

업장 안에서 혹은 특정루쥬 종합주류 도매업체를 통해 , , 

판매

지역 특산주와 달리 제조를 위한 원료에 대한 제약이 · 

없기 때문에 도심 자연 등 각각의 이점을 가진 입지를 선, 

택하여 운영 가능

버드나무 브루어

리, 

그 외 지역 

양조장

위에 언급된 양조장 이외에 관습적 의미의 전통주를 · 

생산하는 양조장

지역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양조장· 

지평주조 포천 이, 

동막걸리 서울 탁, 

주

표 지역 양조장의 대상 및 사례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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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양조장의 지역적 입지(2) 

일제 강점기 때 시행되었던 주세법에서 전통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의 입지를 

결정하는 조항과 지역 양조장의 통폐합 등의 정책적인 요인과 외래 주류를 생

산하는 양조장들로 인해 입지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지역 양조장의 . 

지리적 입지는 술의 원료의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접근성뿐 아니라 , 

기존 지역 문화 관광지와의 연계와 더불어 박경심 지역 관광에 기여하, ( , 2018), 

는 자연 문화적 요소에도 영향을 미쳐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진아( , 

2018).

판매 유통을 위한 상업적 목적의 주류를 생산하는 양조장은 일제 강점기 , 

주세령을 거치며 생겨난 근대적인 공간으로 단속을 위해 사람들이 자주 모일 

수 있는 시가지에 위치하도록 강제되었으나 이후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시가

지 외에 생산과 유통의 이점이 있는 다양한 입지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 , 

입지는 산업단지 취락지 농경지 산지 시가지 외곽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 , , , 

다 한국민속박물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양조장의 공간적 입지( , 2020). 

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가지역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비 시가지역으로 

분류되는 도시 근교 지역과 농촌 배후지역의 범위를 지역 양조장의 현황에 맞

도록 표 와 같이 정의하였다[ 2-4] .

❚ 시가지역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밝힌 시가지의 의미는 도시의 큰 길거리를 

이루는 지역을 의미한다 환경부가 제공하는 토지 피복도 상의 시가화 건조지. 

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문화 체육 휴양지역 교통 지역 공공시, , , · · , , 

설을 대상한다 부동산 용어 사전에서 시가지는 도시의 행정 구역에 관계없이 . 

건물이 연이어서 집한한 지역임을 밝히고 있다.

지역 양조장의 입지와 가장 직접적인 연구를 수행한 한국민속박물관에서는 

시가지를 사람들이 자주 모이고 지날 수 있는 공간으로 읍 면 동 소재지가 , , 

자리잡고 있으며 주변에 초등학교 경찰서 우체국 등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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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편의시설과 공공기관이 있는 장소로 정의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 양조장의 입지를 정의할 때 시가지역의 대상

을 시가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과 광역중심도시 및 지역 중심도시 이외 농촌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시 읍, , 

면 소재지가 위치한 지역을 시가지역으로 정의하였다.

❚ 농촌 배후지역

농촌은 도시와 구분되는 사회 지리적 공간으로 농업용어 사전에서는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지역이나 마을 농가가 모여 있는 마을로 정, 

의하고 있다 주민들의 직업 이외에도 인구의 밀도 및 증감률 의료 기관 수. , , 

면적당 편의시설 수 도시적 토지이용률 농지 면적률 의료 기관 수 등 의 분, , , 

석 지표에 의한 차이가 나타난다 강대구( , 2009).

농촌 지역은 중심 거점기능을 가지며 농촌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 

중심지 기능을 제공하는 농촌 중심지와 그 밖에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농

촌 배후지역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시가지로 정의된 농촌 중심지가 아. 

닌 농촌 배후지역은 농산물과 작물을 생산하고 도시에 비해 낮은 주거비용과 

여유로운 생활 환경으로 쾌적한 삶을 향유할 수 있게끔 하며 지역의 자연 자

원을 활용한 휴양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적 이미지를 가진 지역이다, 

김용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양조장의 입지를 구분할 때 시가( , 2017). 

지와 농촌 배후지의 성격이 상이하게 다를 것 이라 예측되어 입지 유형으로 

선정하였다.

❚ 도시 근교지역

도시 근교지역은 도시의 교외지 외곽 전원 등의 표현들과 함께 도시의 경, , 

계 밖과 주변 지역을 가르키는 개념으로 구분 없이 사용되는데 이 지역은 도, 

시의 확산 유출을 겪는 곳으로 토지 이용이 혼재되고 밀도가 낮아지는 문제, 

가 떠오르고 있다 윤승용 양원석 외 은 농업생산규모 지역의 유( , 2020). 1(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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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도시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농촌을 개로 구분하였는데 그중 도시근교농, 5 , 

촌지역을 농촌의 정체성이 확보되지 않고 농촌 고유의 경관성이 떨어진다고 ,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도시와 농촌의 혼재된 도시 근교지역의 

입지를 고려할 때 도시에서의 접근성 적인 측면 뿐 아니라 양조장의 운영과 

지역 관광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시가지 농촌 배후지와는 , 

다른 특성에 대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표 유형 내용 세부 대상

입지 

유형

시가지

행정구역에 관계 없이 주거 공업, , 

상업 편의시설들이 , 

밀집한 지역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 

농촌 중심도시 읍 면 ( , 

소재지 농촌 중심지 면 ),  (

소재지 의 )

내부 경계부, 

농촌 배후지

농촌에 해당하는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심지로부터 문화 복지 의료 행정 , , , 

등의 서비스를 공급받는 지역

취락지 농경지 산지 등, , 

도시 근교지역

도시의 팽창에 따라 도시와 농촌이 

만나는 전이 구간으로 농촌적인 

경관 구성 요소가 훼손된 지역, 

시가지 외곽 훼손 개발된 , · 

취락지 산업단지 등에 , 

위치한 양조장 

표 지역 양조장의 입지 유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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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양조장의 역사적 전개3. 

지역 양조장의 역사적 전개는 주류의 생산 판매 및 유통을 주로 행해오던 , 

지역 양조장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관광 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

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동필 은 일제 강점기. (2009)

부터 전통주와 관련된 제도의 변천 과정을 시기별로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여 5

특징을 제시하였다 한국민속박물관 은 양조장 탄생의 배경부터 현황까지. (2020)

를 가지의 특징적인 서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4 . 

일제 강점기 이전 전통주는 술을 빚고 판매하는 양조장이 아닌 각각의 가정

에서 필요에 의한 소비를 목적으로 술을 제조하는 가양주의 형태로 전승되었

다 술은 조선 사회에서 농사일과 유교 의례로 인해 일상적인 식품이었기에 . 

과세의 대상 또한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년에 주세법을 도입하여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1909 . 

만 주세법에는 자가소비를 위한 주류와 판매를 위한 주류의 구분이 없었고, 

면허도 어렵지 않게 발급되었다 이후 년 조선총독부는 주세령을 공포하. 1916

는데 주세령에서는 주세법과 달리 양조 행위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였, 

다 그 결과 년대에 들어서는 소규모 재래식 수공업 형태의 술도가들이 . 1930

몰락하고 대규모 자본과 규모를 기반으로 한 상업적 양조장이 등장하게 되었

다 한국민속박물관 그리고 년에는 자가용 면허가 완전히 폐지되어 ( , 2020). 1934

판매용 주류만이 합법이라 인정받게 되었고 세무서가 주세를 담당하게 되어 , 

술을 생산하는 양조장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년 주세는 전체 국세의 정도를 차지할 정도 조세의 큰 부분을 담1934 30% 

당하였기에 광복 이후에도 일제 강점기의 주세 행정이 이어졌다 이동필( , 

주세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술을 빚을 수 있는 면허 부여는 자율2009). 

화가 되었고 양조장의 수는 크게 늘어 년대 초반에는 면허 숫자가 약 , 1960

개에 이르렀다 한국민속박물관4000 ( , 2020). 

그러나 주류 면허의 발급이 남용되고 주례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면서 1966

년 국세청이 발족하여 주류 업무를 담당하며 신규 면허발급의 제한과 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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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이후 년 서울의 양조장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대도시와 . 1962 , 

도청소재지 시 읍 면의 양조장을 대상으로 대단위화 통합 정책이 이루어져 , , , 

상당수의 양조장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지역의 양조장은 지역 내에서 . 

독점적으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년부터 시작된 주류시장의 개방과 소주 맥주 소비의 증가로 인1984 , 

해 전통주의 대표 주자였던 막걸리는 술 생산량 위 자리를 소주 맥주에 내1 , 

주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류 관련 규제는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다. . 

민속주의 무형문화재 지정 년 과 쌀 막걸리의 허용 년 자가 소비용 (1986 ) (1990 ), 

가양주 제조의 허용 년 전통주에 대한 감세 혜택 확대적용 년 등의 (1995 ), (2007 )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들을 활성화 하고자 하

였다.

웰빙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 고주도에서 저주도로의 음주문화의 변화와 일본

발로 시작된 막걸리 열풍을 바탕으로 지역의 양조장들과 전통주류 시장은 성

장의 탄력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년 전통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 2009

의와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년 와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2009 ) ‘

기본 계획 을 확정하며 전통주 산업과 지역 양조장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

지원이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전통주와 문화 관광과의 결합에 대한 관심은 , , 

점차 증가하였다 이수진 이후에도 소규모 제조 면허 법령의 시행( , 2009). (2016

년 에 따라 전통주 양조장 창업의 길이 한층 쉬워지고 양조장의 환경개선과 ) , 

주류안전관리를 위해 양조장의 위생 관련 업무가 식품의약안전처로 이관

되었다(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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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관광 자원으로서의 지역 양조장2

찾아가는 양조장 의 지정 및 성과1. ‘ ’

찾아가는 양조장의 지정(1) 

찾아가는 양조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전통주의 

차 산업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내 농산물 소비의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6

를 위해 년부터 추진되었다 선정된 양조장들은 술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2013 . 

체험과 관람의 기능을 갖추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지역의 관광지로서의 성격

을 갖추게 된다 양조장이라는 공간 자체를 관광 체험까지도 할 수 있는 복. , 

합문화공간으로 고도화 하여 방문객을 지역으로 유입시킴과 동시에 전통주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산 농산물 사용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추

진 목적을 띄고 있다.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되기 위해 양조장은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거듭나

기 위한 추진 계획과 주변 여건을 포함한 양조장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후 지자체 심사와 서류 평가 현장 평가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 심사, . 

에서는 신청한 양조장의 역사성과 사업의 의지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지, , 

역 관광과의 연계성 기대효과를 평가받는다 서류심사에서는 술의 품질 인증, . 

제와 술의 품평회 입상 여부 신청업체의 역사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지, , , 

역 관광 연계성 지자체 등과의 협조성 기대효과를 평가받는다 최종적으로 , , . 

현장심사에서는 사업자의 의지 및 발전 가능성 양조장 시설의 가치 접근성 , , 

및 지역 연계성을 평가받는다.

선정된 양조장들은 관광지로서의 성격을 갖추기 위한 여건조성과 체험 프로

그램 구축 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선정 이후 양조장별 , . 

운영 관리의 수준이 상이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후관리와 점검을 받, 

게 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양조장의 경우 벤치마킹 유도의 모델. 

이 되고 미흡한 양조장들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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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 전국에 찾아가는 양조장은 총 개가 선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2020 42

지역과 생산 주종 입지는 표 와 같다 행정구역상 광역시 또는 시에 해당, [ 2-5] . 

하는 경우 도 단위 행정구역에 포함하였다 선정된 찾아가는 양조장은 충청도. 

개소 경상도 개소 경기도 개소 순으로 많았고 강원도 개소 제주도(12 ), (12 ), (8 ) , (2 ), 

개소 전라도 개소 순으로 수가 적었다(2 ), (6 ) .

전통주는 식품명인 무형문화재가 주체가 되어 생산하는 민속주와 지역의 ,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하여 생산하는 지역 특산주로 나

뉜다 찾아가는 양조장 중 식품명인과 무형문화재로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 4

곳 태인합동주조장 한산 소곡주 명가원 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곳 신평 양( , , ) 4 (

조장 추성고을 명인 안동소주 금정산성토산주 그리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 , , ), 

곳 중원당 총 곳이 민속주를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곳의 양조장은 지역 1 ( ) 9 , 33

특산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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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역 양조장 생산 주종 입지

경기도

산머루농원 외래주 농촌 배후지

배상면주가 전통주 도시 근교지

우리술 전통주 도시 근교지

배혜정도가 전통주 도시 근교지

그린영농조합법인 외래주 농촌 배후지

술샘 전통주 도시 근교지

밝은세상영농조합법인 전통주 도시 근교지

좋은술 전통주 도시 근교지

강원도
예술 전통주 농촌 배후지

국순당 전통주 농촌 배후지

충청북도

대강양조장 전통주 시가지

중원당 전통주 도시 근교지

조은술세종 전통주 도시 근교지

이원양조장 전통주 시가지

여포와인농장 외래주 농촌 배후지

도란원 외래주 농촌 배후지

불휘농장 외래주 농촌 배후지

풍정사계 전통주 농촌 배후지

충청남도

신평양조장 전통주 시가지

한산소곡주 전통주 시가지

예산사과와인 외래주 농촌 배후지

양촌양조 전통주 시가지

경상북도

해창주조장 전통주 농촌 배후지

명인안동소주 전통주 도시 근교지

문경주조 전통주 시가지

은척양조장 전통주 시가지

한국애플리즈 외래주 농촌 배후지

제이엘오미나라 외래주 도시 근교지

울진술도가 전통주 시가지

한국와인 외래주 농촌 배후지

고도리와이너리 외래주 농촌 배후지

수도산와이너리 외래주 농촌 배후지

경상남도 농업회사법인 솔송주 정통주 시가지

부산광역시 금정산성토산주 전통주 시가지

울산광역시 복순도가 전통주 농촌 배후지

전라북도
태인합동주조장 전통주 시가지

지리산 운봉주조 전통주 시가지

전라남도

추성고을 전통주 시가지

대대로 전통주 농촌 배후지

청산녹수 전통주 농촌 배후지

제주도
제주샘주 전통주 농촌 배후지

제주고소리술익는집 전통주 농촌 배후지

표 찾아가는 양조장 현황[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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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양조장 운영 성과2. 

전통주와 양조장에 대한 홍보(1)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전통주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만큼 전통주와 전

통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찾아가는 . 

양조장으로 선정된 양조장들은 언론에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양조장과 양조장

에서 생산하는 전통주를 알릴 기회를 얻는다 또한 코레일과 관광공사 지역 . , 

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여행 상품으로서 인지도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 외에도 홍보대사의 투어와 시음회를 활용하고 스탬프 투어를 추진하는 , 

등 다각적으로 홍보와 알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년과 년 지. 2018 2019

원 대상으로 선정된 개의 양조장의 매출액과 방문객이 각각 증가한 8 10%, 6% 

것으로 나타났다1).

지역 관광 거점으로서의 양조장(2)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된 양조장은 지역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 뿐 

아니라 관광과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선정된 양조장들은 생산하는 술을 판매 시음하는 공간과 함께 양조장과 관련, 

된 전시물과 설명 전시요소를 갖추고 있어 방문객들이 양조장을 관람할 수 있

게끔 하는데 이는 개별적인 양조장마다 차이가 있다, .

관람뿐 아니라 체험과 견학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운영되고 있다 운영되는 . 

프로그램은 또한 양조장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참, 

여한 사람들이 결과물을 만드는 체험 활동들이 주를 이루는데 지역 특산주를 , 

생산하는 양조장의 경우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소수의 인원으로도 가능한 시음 및 관람과 다르게 체험 프로그램들은 단. 

체를 대상으로 하고 예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1) 한국농정 찾아가는 양조장 개소 신규 선정, 2020.05.10. 2020 ‘ ’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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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관련 연구의 대상과 주체가 되는 양조장(3)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된 양조장들은 술의 개발이나 연구에 대한 항목을 

지원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정된 양조장 중 여러 양조장에서 전통주와 관련. 

된 연구를 수행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충남연구원에서는 당진의 신평양조장과 . 

양촌 양조장에서 양조장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와 활용에 관한 현장 세미나를 , 

진행하였고2) 영동군에서 선정된 와이너리들은 영동농업기술센터 충북도농업 , 

기술원 소속의 와인 연구소 인근 대학의 와인 관련학과들과 연계되어 산학연, 

의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 2020)

2) 충남연구원 보도자료 , 2021.06.11

그림 [ 4 찾아가는 양조장 홍보물-1]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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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참고 사례3. 

일본 교토 후시미구(1) 

일본의 사케는 주세법상 알코올 성분이 도 미만 이거나 쌀 고지“ 22 ” “ . , 

물 및 청주 찌꺼기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후 , 

여과 한 것 그리고 청주에 청주 찌꺼기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으로 규정” , “ ”

된다 이동필 발효주 가운데 쌀을 주 원료로 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며 (. , 2009). 

우리나라 주세법상의 청주와 역사적 배경과 제조 방식에서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것으로 규정된다.

쌀과 쌀 누룩을 주 원료로 하는 사케는 제조과정에 있어서 사용되는 원료와 

정미보합에 의해 쌀과 쌀 누룩 규정량 내의 양조용 알코올을 첨가한 특정명, 

칭주와 그 외의 원재료가 추가된 보통주로 나뉜다 정미 보합은 사케의 원료. 

가 되는 쌀을 얼마나 깎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양조용 알코올은 부족한 . 

쌀로 인해 떨어지는 생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향을 내

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으로도 첨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케는 쌀과 물을 원료로 하여 양조장의 지역적 위치에 따라 각

기 다른 특색을 가진 다양한 사케들이 생산된다 지역의 쌀과 물을 활용하는 . 

등 지역색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사케 제조사들은 대부분 지역에 연고를 두고 

스토리텔링에 활용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서 실시한 일본주 추진 정책으로 인. 

해 일본의 각 지역에는 이름있는 브랜드들이 다수 생겨났다.

후시미구는 일본 교토부 교토시에 위치한 행정구역으로 우지강과 가쓰우라

강 카모강을 낀 구릉 지역이다 후시미 지역은 단일 양조장이 위치한 것이 , . 

아닌 개의 양조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개의 술과 관련된 자료관 전시관이 22 4 , 

운영되고 있다 년에 설립된 후시미 명주협동조합은 사케 산업의 고령화. 1989 , 

노후화 등 경영 환경의 극복을 위해 설립되었다 조합은 후시미의 영세한 규. 

모의 양조장들의 독자성을 보장해주면서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지역의 마케팅 양조장의 홍보 판매를 위한 노력과 업체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 

대처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김광현( , 2016)



- 35 -

후시미 지역의 양조장들은 월에 양조장을 개방하는 행사를 진행하고1, 2 , 3

월에는 일본 술 축제의 자발적인 주체가 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관광객 유치

에 노력을 하고 있다 명주협동조합에서도 각 양조장의 홍보용 지도 리플렛. , 

을 제작하고 알리는 노력을 통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술을 생산하는 양조장 자체가 후시미 지역 관광의 거점이 되기도 한다 대. 

표적으로 월계관 주 과 키자쿠라 주 는 기념관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 ( )’ ‘ ( )’

술과 양조장에 대해 알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판매장을 별. 

도로 운영하는데 단순히 생산한 술 뿐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자, 

체의 기념상품들 또한 함께 판매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 외의 소. 

규모 양조장들 또한 양조장의 공간과 술을 만드는 과정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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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부르고뉴(2) 

와인은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프, 

랑스의 민족성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와인의 종주국이, 

라는 국가적 이미지와 지위를 유지해왔다 조홍식 그러나 한 때 프랑스( , 2008). 

는 포도나무 흑사병 필록세라 의 창궐과 와인용 포도농가들의 분쟁(plylloxera)

과 반목 그리고 신세계 와인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대응을 했어야 했고 이, , 

는 와인의 품질 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품질관리를 위한 일환으로 프랑스의 와인은 법적으로 개의 단계로 구분이 4

되는데 이중 가장 높은 등급의 와인은 원산지 통제 명칭 제도, (Apellation 

를 따르는 와인이다 원산지 통제 명칭 제도는 프랑스 농d’Origine Controlee) . 

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법령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는 와인의 품질

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와인의 경우 원산지와 지역의 이름을 .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밭에 따른 포도의 품종과 재배법 양조법 등이 엄, 

격하게 정해져 있다 로 지정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 AOC

신청 주체들 사이의 협동과 단결이 필수적인데 지정된 와인 생산자들은 소규, 

모 생산자들일지라도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켜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고 판

매의 기회가 늘어난다는 의의가 있다 최동우 외( 3, 2016).

브루고뉴 지역은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의 방식에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성이 드러난다 그중 단일 품종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와인은 포도 재배지. 

의 테루아‘ 3) 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게 되는데 부르고뉴에서는 와인의 특수’ , 

성이 떼루아에 근거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슬로건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심을식 테루아에 의해 포도나무에 드러나는 각기 다른 특색을 보여주( , 2013). 

는 부르고뉴의 포도밭 구획 클리마는 포도경작과 와인 생산을 보여주는 가치

있는 사례로 인정받아 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2015 .

3) 테루아 는 밭을 둘러싼 기후 토양 등 과 은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며 포도가  (Terroir) , 

자라는 환경 그 자체를 뜻하는 말로 좋은 생산자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양조한 와인, 

이 그 지역의 테루아의 표현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스기아마 아스카 프랑스 와인 .( , 

수업 한스 미디어,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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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고뉴 지역은 소규모 와인 생산자들이 많고 전통적인 제조법을 따라 생

산을 위한 설비와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어렵다 최종우 외 이러한 한( 3, 2016). 

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르고뉴의 와인 생산과 관련된 주체들은 협력과 연계

를 통해 생산 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부르고뉴 대학을 중심으. 

로 친환경 농법 첨가물 개발과 같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제, 

도적으로는 정보통신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통을 용이하게 하고 새로운 

인력 유입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부르고뉴 와인, 

의 홍보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희현 외( 3, 2016).

프랑스 정부는 년대 이후 침체된 와인 산업을 극복하기 위해 와이너리 1980

투어를 만들었는데 와이너리 투어는 와이너리를 거점으로 하여 지역의 관광, 

명소 먹거리 등 지역의 명소 또한 보여줄 수 있는 트레일 의 형태로 개, (Trail)

발되었다 이수진 부르고뉴 지역에서는 소규모로 진행되고 가이드가 동( , 2009). 

행하여 투어를 통해 지역적 특성과 전반적 와인 지식을 전달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환경을 느끼고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 

하게끔 하였다 고종원 외( 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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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트랜드 스페이사이드(3) 

위스키는 보리 또는 그 외의 곡물을 발효 후 증류시킨 후 일정 기간 숙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술이다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최근에는 일본 등 다양한 . , , , 

국가에서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으나 그중 스카치위스키는 그중 가장 오랜 역

사와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주종이다 영국은 . 

위스키 관련 산업과 브랜드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생산지의 지리적 위치에 따

른 지역 표시제를 도입하였고 곡물의 당화 발효 증류 숙성 뿐 아니라 병입, , , , 

까지도 스코틀랜드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하여 상표권과 이권을 추구하

고 있다4).

스카치위스키는 물과 몰트만을 사용하는지 물과 몰트 이외에 곡류와 발아, 

시키지 않은 보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싱글몰트 스카치위스키와 싱글그레인

스카치 위스키로 나뉜다 그리고 종 이상의 몰트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 2

혼합한 위스키를 블렌디드몰트 스카치위스키와 블렌디드그레인 스카치위스키

로 분류된다 그 외에 블렌디드 스카치위스키는 스카치 몰트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혼합해 만든 것을 가리킨다 비교적 저렴하고 대중적인 입맛에 맞게 . 

생산된 블렌디드위스키는 오랫동안 시장을 지배했으나 증류소와 지역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명확하게 개성이 있는 싱글몰트 위스키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점

차 오르는 추세이다.

위스키는 오랫동안 스코틀랜드인들과 함께한 민속주로 일반 농가들도 증류

설비를 갖추고 생산하였다 그러나 세기부터 시작된 위스키의 판매 제한과 . 18

주세로 인해 위스키 생산업자들과 영국 정부는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고 이 , 

과정에서 불법 밀주 생산자들은 물이 풍부하여 생산에 적합하면서 단속을 피

하기 쉬운 산지 계곡과 같은 곳에 숨어들었다, .

스카치위스키협회는 스코틀랜드의 싱글몰트 위스키 증류소를 하이랜드 스, 

페이사이드 로우랜드 캠벨타운 아일레이로 구분한다 이중 스페이사이드는 , , , . 

외딴 시골에 있으면서 동시에 위스키의 원료가 되는 좋은 물이 풍부하고 피트

4) 유성운 싱글몰트 위스키 바이블 위즈덤하우스 , ,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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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이다 단속을 피하기 좋으면서도 좋은 원료를 구할 . 

수 있었던 지역적인 이점 덕분에 스페이사이드 지역은 스카치 위스키 증류소

의 절반에 해당하는 개의 증류소가 밀집해 있다46 .

년대까지 지역의 위스키 증류소들은 블렌디드 위스키를 생산하는 브랜1960

드에 원액을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후 년대에는 지역성과 고유. 1980

성이 돋보이는 싱글몰트 위스키가 인기와 관심을 얻기 시작하면서 위스키를 

생산하는 증류소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싱글몰트 위스키 증류소만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형태의 관광객들

이 생겨났다 위스키 증류소들은 그에 대응하기 위해 견학 시음 휴식 기념품 . , , 

판매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관광 시설과 공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 

있다 대표적으로 글렌피딕 의 경우 방문자에게 동선과 증류소의 공간들을  . ‘ ’

방문객들에게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방문객들이 직접 병에 위스키를 납입하, 

고 라벨링을 하게 하는 등의 색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수준 높은 카, 

페테리아와 바를 운영하며 단순히 생산 시설이 아닌 관광 거점으로서의 역할

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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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역 양조장의 특징 및 관광 자원으로서의 유형3

절 유형화를 위한 지표 및 구분1

대상지 선정 기준1. 

본 연구에서는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양조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

한 형태의 지역 양조장들의 자체적인 속성과 외부적인 속성을 분석하여 유형

화하고 그에 대한 특성의 파악을 목표로 한다 지역 양조장의 특징을 나타내, . 

는 지표로는 생산하는 주종 수익 창출 수단 역사성 보유하고 운영하는 공, , , 

간 운영 형태와 양조장 인근의 관광 편의시설 입지 조건 등이 있다 표 , , , ([ 3-1] 

참조 본 연구에서는 지역 양조장의 자체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생산 주종과 ). 

수익 창출 수단과 외부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입지와 운영 형태를 유형화를 위

한 지표로 설정하였다 규모와 공간 양조장 인근의 편의 관광 시설과 같은 . , , 

요소들 역시 지역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지만 이는 양조장마다 편차와 

차이가 클 것이라 판단되어 세부적으로 조사함에 있어 참고하고자 하였다.

구분 세부 항목

생산 주종
탁주 청 약주 과실주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과실주 기타 , · , , , , , , 

주류 

입지 시가지역 농촌 배후지역 도시 근교지역, , 

운영 복합화
생산 및 판매 시음 및 견학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수익시설 , , , 

운영

운영 형태 단독형 연계형, 

규모 근무 종사자 수 매출액 건축물 면적, , 

역사성 광복이전 년대 년대 , 1950 , 1960 ...

방문객을 위한 공간 체험관 전시관 숙박시설 카페 식당 외부 공간  , , , , , ...

보유 면허 민속주 면허 지역 특산주 면허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 , ...

양조장 인근 관광시설 자연 생태자산 역사문화자산 기타 관광지 · , , ...

양조장 인근 편의시설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 , ...

표 지역 양조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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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지역 양조장의 특징 분석2

지역 양조장의 자체적 속성 분석1. 

생산 주종(1) 

주세법 상 전통주는 식품명인과 무형문화재가 주체가 되어 생산하는 민속주

와 지역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지역 특산

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전통주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는  . ‘

전통적인 양조법으로 빚은 술 이라는 관습적인 의미를 따른다’ .

전통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은 무형문화재와 식품명인이 생산하는 곳부터 농

촌 시가지 배후 지역에 위치한 양조장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무형문화재 , . 

또는 식품명인이 있는 양조장일 경우 술에 대한 보존과 전승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충청남도의 무형문화재인 한산 소곡주 는 한산 소곡주 명품화 . ‘ ’ ‘

사업 에 선정되어 테마거리 역사 홍보관 등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경상북도 ’ , . 

안동에 위치한 명인 안동소주 는 산업단지 안에 자리 잡고 있지만 생산 ‘ ’ , 

공정을 볼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과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전통 주종인 막걸리를 생산하는 지역의 양조장들 또한 생산 시설 

이외에 방문객들을 위한 전시관을 설립하여 자사의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활용

함과 동시에 술 빚기 견학 시음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 , . 

도 당진시의 시가지에 위치한 신평양조장은 기존의 생산을 위한 공간 외 전시

와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에 전통주에 관련된 컨탠츠를 전

시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 또한 전개하고 있

다 포천시의 근교에 위치한 배상면주가는 생산 공장과 함께 전통주와 자사의 . 

브랜드를 홍보하는 갤러리와 함께 야외 공간 또한 잘 조성하여 지역 관광에 

기여하고 있다.

외래주는 탁주 청 약주와 같이 관습적 의미의 전통주가 아닌 우리나라에, ·

서 유래하지 않고 외국의 양조법에 따라 만든 술로 포도주와 같은과실주 맥, , 

주와 같은 발효주류를 의미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통주 면허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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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과실주를 생산하는 지역 특산주 또한 외래주에 포함하였다.

과실주에 해당하는 외래주를 생산하는 지역 양조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 

산물을 원료로 주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농경지와 인접해있으며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영세한 지역 양조장으로 가지는 양조 기술이나 홍보 등.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접한 생산 업체들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 

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와인 생산업체가 가장 많이 분포한 개소 영동지역(44 ) 5)

은 차산업의 육성과 특색있는 와이너리 조성을 목표로 판매 홍보 교육을 6 , ,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동군에 위치한 도란원 샤토미소 의 경우 제. ‘ ’

조를 위한시설 뿐 아니라 시음장과 카페 식당까지 갖추어 여행객들을 응대하, 

고 있으며 와인에 대한 시음 뿐 아니라 칵테일 만들기 와인잔 꾸미기 등 다, 

양한 체험 프로그램 또한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를 바탕으로 시가지 지역에서 지역의 맥주를 

생산 판매하는 로컬 브루어리 또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 양조공간으로 떠오르, 

고 있다 광주 광역시에 위치한 광주 무등산 브루어리는 지역의 수박을 활용. 

하는 지역의 양조장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의 수단으로 활

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맥주의 이름을 짓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

서도 지역성을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영동군 통계연보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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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창출 수단(2) 

지역 양조장은 오랫동안 술을 생산하고 양조장 주변의 지역민들에게 판매, 

하는 장소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단순히 장소를 방문하고 휴식을 즐기는 . 

형태의 관광이 아닌 체험과 목적성을 가지는 형태의 관광의 형태가 점차 증가

함에 따라 전통주 와인 관광이 점차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술, . 

을 생산하는 양조장들 또한 여행 방문객들에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 

성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술의 판매 이외에 생산하는 술에 대한 시

음 체험 프로그램 생산 시설 외 공간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 .

지역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주종에 대한 시음과 입장은 무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시음이 포함된 양조장의 투어를 진행하거나 밝은세상영농조합(

법인 이원양조장 제주맥주 등 술에 대한 시음을 상품화 하여 방문객들에게 , , ) 

제공하곤 한다 그린 영농조합법인 수도산 와이너리 등( , ).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은 대부분의 양조장에서 판매 이외의 수익을 발생시키

는 수단이다 전통주와 외래주의 구분 없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술 빚기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로 단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 방문객, 

들의 경우 즐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 외에 과실주를 생산하는 양조. 

장의 경우 인근의 농장의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고(

도리와이너리 도란원 샤토미소 등, ). 

생산 시설 전시관 외의 별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양조장, 

들 또한 존재하였다 숙박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수익을 올리. , 

기도 하였고 안동 맹개마을 농업회사법인 솔송주 예산사과와인 등 방문객이 ( , , ) 

머무를 수 있는 카페를 운영 배상면주가 제주 고소리술 익는집 등 하기도 하( , )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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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유형 내용 세부 대상

생산

주종

전통주

우리나라의 정서와 시대상을 

반영하며 역사와 문화가 담긴 

술이며 전통적인 양조밥을 계승하고 

보존하며 빚는 술

민속주 뿐 아닌 관습적 의미

에서 통용되는 탁주 증류주, , 

약주 등을 모두 포함

외래주

전통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유래하지 않고 외국의 양조법을 , 

따라 만든 술

포도를 활용한 와인 및 머

루 사과 오미자 등 지역 특, , 

산 농산물을 활용한 과실주 

및 수제 맥주를 포함하는 발

효주류

운영 

복합화

공장형

주류의 생산 외에 방문객을 위한 

시설 공간과 즐길 수 있는 ,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은 양조장 

지역의 소규모로 운영되거나 

판매와 유통에 주력하는 양

조장 

복합형 

공간

견학 

및 

시음

방문객을 대상으로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술에 대한 시음

시음에 대해 직접 청구 양, 

조장이 운영하고 있는 전시

시설에 대한 입장료 견학 , 

프로그램의 참여비에 포함

체험

수익 창출 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술 제조하거나 

활용 또는 술의 원료가 되는 지역 , 

농산물을 활용한 프로그램

술 빚기 체험 누룩만들기, , 

와인 족욕 칵테일 만들기, , 

전통주 교육 프로그램 등

공간 

운영

생산 판매시설 견학을 위한 전시 , , 

시설 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공간 운영

숙박 시설 식사 공간 카페, , 

운영 등

표 지역 양조장의 자체적 속성[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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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양조장의 외부적 속성 분석2. 

입지 유형(1)

지역의 양조장들은 시대적인 상황과 운영방식에 따른 다양한 목적에 기인하

여 시가지 시가지 외곽 산업단지 취락지 농경지 산지 시가지 외곽 등의 , , , , , , 

다양한 입지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지역 양조장의 입지 유형은 장 이론적 . 2

고찰에서 정의한 시가지역 농촌 배후지역 도시 근교지역으로 구분하여 특징, ,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민속박물관에서는 주세법의 시행이라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초기 전

통주를 생산하는 양조장들이 읍 면 소재지가 위치한 시가지에 위치할 수 밖, 

에 없었음과 실제로 전통주를 생산하는 대다수의 지역 양조장이 시가지에 위

치하고 있음을 밝혔다 주세법의 영향을 받은 탓에 양조장들의 역사성이 있는 . 

것이 특징이며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와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유, 

지로서 활동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동탁주양조장 신평양조장 등 또한 ( , ). 

대중 교통을 활용하거나 인접 지역에서 접근할 때 접근성이 뛰어난 것 또한 

관광 자원으로서 시가지형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다.

농촌 배후지형은 시가지형과 상반되는 입지로 훼손되지 않은 농경지 취락, 

지 산지 등 농촌의 주된 자연적 입지 조건 속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물리, . 

적 규모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는 시가지형에 비해 규모가 큰 양조장 국순당( )

부터 작은 규모의 양조장 복순도가 해창 주조장 등 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 , )

체험활동 뿐 아니라 양조장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관광의 형태를 전개 안동 맹개마을 예술 등 하기도 한다 외래주를 생산하( , ) . 

는 지역 양조장들 또한 주로 농촌 배후지역에 위치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인접

한 농장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전개하기도 한다.

도시 근교지역은 도시의 팽창에 따라 농촌성이 훼손된 농촌과 도시의 전이

공간으로 도시로부터 농촌 배후지역으로의 접근성은 우수하나 주변 자연경관

은 다소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도시 근교 지역의 양조장들 또한 농촌 배후. 

지역의 양조장들과 유사한 형태의 양조장들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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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형태(2) 

일제 강점기 때 주세법으로 인해 술을 빚을 때 필요한 규제와 제도들이 도

입되고 광복 이후 산업화 시기에 지역 양조장들의 대단위 통폐합 정책으로 , 

인해 지역의 양조장들은 지역 내에서 독자적인 위치에서 생산 상업 행위를 , 

할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도시화로 인한 농촌의 쇠퇴와 인구 감소로 인해 . 

명맥을 이어오던 지역 양조장들은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라지기도 하였다

영양 양조장 신양정행소 등 그로 인해 특히 대부분의 지역 양조장들은 지( , ). 

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접 양조장과의 협력과 연계성을 찾

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서천군 한산면에서는 소곡주6)를 생산하는 농가들은 단

속을 피해 자가 양조를 하며 명맥을 이어왔고 이들 중 개가 주류 제조 면, 71

허를 취득한 지역 양조장들이다 한산 지역에서 소곡주를 생산하는 양조장들. 

은 협동 조합을 이루어 주류의 원료가 되는 찹쌀을 공동구입하고 병입하는 , 

병과 포장 재료를 통일하고 홍보와 관광 상품화와 같은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

하는 등의 연계 활동을 하고 있다.

외래주를 생산하는 지역 양조장들 사이의 협력과 연계는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동군의 와인 생산 농가들은 영동 와인 클러스터라 불리며 와인 산. 

업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별 양조장에 대한 홍보 차 산업화와 와인의 고, , 6

급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세한 규모에서는 대응하기 힘든 문제에 공

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상북도 영천시 포도주를 생산하는 지역 양조장들. 

과 인근 대학교 영천시 농업 기술 센터등과 연계되어 포도주 산업의 활성화, 

를 도모하고 있다.

6)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술 중 하나로 충청남도 서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주 계 

열의 전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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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유형 내용 세부 대상

입지 

유형

시가지

행정구역에 관계 없이 주거, 

공업 상업 편의시설들이 , , 

밀집한 지역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 

농촌 중심도시 읍 면 소재지( , ),  

농촌 중심지 면 소재지 의 ( )

내부 경계부, 

농촌 배후지

농촌에 해당하는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심지로부터 문화, 

복지 의료 행정 등의 서비스를 , , 

공급받는 지역

취락지 농경지 산지 등, , 

도시 근교지역

도시의 팽창에 따라 도시와 

농촌이 만나는 전이 구간으로 

농촌적인 경관 구성 요소가 , 

훼손된 지역

시가지 외곽 훼손 개발된 , · 

취락지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 

양조장 

운영 

형태

단독형

인접 양조장과의 관계성이 

뚜렷하지 않고 단독으로 

운영되는 형태

시가지 농촌 배후지 도시근교지, , 

역에 단독으로 위치 운영, 

연계형

인접한 양조장들과 주종 지역 , 

등의 요인으로 인한 협력,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형태

영동 와인 클러스터 영천 와인 사,

업단 한산 소곡주 협동조합 , 

표 지역 양조장의 외부적 속성[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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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양조장의 유형3

관광 자원으로서의 지역 양조장의 유형 및 특징1. 

본 연구에서는 관광 자원으로서 적합한 지역 양조장의 특징과 유형을 도출

하기 위해 지역 양조장의 자체적인 속성 가지와 양조장의 외부적인 속성 가2 2

지의 지표를 통해 구분하고 특성을 살펴보았다 유형 도출을 위한 가지 지표. 4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개의 유형을 도6

출하였다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역 양조장의 유형은 지역 유산. ‘

형 시가지 거점 활용형 광역 거점형 밀집형 와이너리형’,‘ ’,‘ ’,‘ ’,‘ ’, 

브루어리형 으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

주종 관광지화 운영 형태 입지 양조장 유형

전통주

생산 판매, 단독형 시가지 지역 유산형

복합 공간 조합형

시가지 시가지 거점 활용

도시 근교

농촌 배후지
광역 거점형

생산 판매, 

복합 공간
단독형

시가지

밀집형
도시 근교

농촌 배후지

외

래

주

과실

주류
복합 공간

단독형

조합형

도시 근교

농촌 배후지
와이너리형

발효

주류

생산 판매, 

복합 공간
단독형

시가지

브루어리형
도시 근교

농촌 배후지

표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양조장의 유형 분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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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산형 양조장(1) 

지역 유산형 양조장 은 상업적 양조장이 탄생하며 나타난 가장 역사성이 ‘ ’

깊은 지역 양조장의 유형이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제정된 주세법으로 인해 . 

등장한 최초의 상업 양조장의 유형으로 이후 년대의 양조장 대단위 통합, 1960

정책과 지역 내 단독판매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관성이 깊은 것이 

특징이다 이후 경제성장기와 도시화를 거치며 농촌의 인구가 점차 소멸하며 . 

사라지는 양조장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다른 유형의 양조장들에 비해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농촌, 

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고 문화 유산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최유정 근대의 상업적 건축물로서 문화재적인 가치를 인정받거나 향( , 2018). 

토 뿌리기업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기에 추후에 방문객을 위한 , 

공간의 개선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등이 이루어 질 때 지역의 관광 자원화가 ,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시가지 거점 활용형 양조장(2) 

시가지 거점 활용형 양조장 은 지역 유산형 양조장 과 유사하나 공간‘ ’ ‘ ’

의 개선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등 방문객을 위한 인프라를 갖춤으로서 보다 , 

지역 관광 자원에 적합한 유형의 양조장이다 지역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전. 

국 판매가 가능해진 년대 이후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역을 넘은 2000

인지도를 확보하고 매출을 올리고 인지도가 높아진 양조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간적 규모의 확산을 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나 지역 내의 여건을 최대한 활

용하며 관광 거점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존의 생산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는 한. 

편 그와 함께 전시 체험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자사의 브랜, 

드의 홍보와 스토리텔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시 품목으로는 이전부

터 해당 양조장에서 사용하던 양조용 도구 전통주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 

이 주를 이루었다 체험 프로그램은 각각의 양조장들의 특성에 맞추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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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나 술을 빚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고 시가지 내에 분산된 공간을 갖, 

고 있는 양조장의 경우 이를 마을 관광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광역 거점형 양조장(3) 

광역 거점형 양조장 은 양조장의 입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 ’

나타난 지역 양조장의 유형이다 세부적인 입지는 도시 근교 산업단지 취락. , , 

지 농경지 산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각의 성격에 따른 관광 자원으, , 

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모를 확장하고 . 

넓힘에 있어서 큰 제약이 없다 방문할 때 차량을 주로 이용해야 한다는 단점. 

이 있으나 설비와 공간을 잘 갖추었을 때 넓은 권역의 관광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특히 농촌 배후지역에 위치한 지역 양조장은 도시 근교에 비해 접근성은 다

소 떨어지지만 양조장 인근 경관의 친환경적인 이미지와 원자연에 가까운 산, 

지 경작지 경관으로 인해 많은 다른 전통주를 생산하는 양조장과 비교했을 , 

때 농촌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양조장들. 

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자연성을 활용하여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에 활용하기

도 하며 농촌 배후지라는 특성을 살린 숙박 농촌 체험 등의 프로그램들을 운, 

영하기도 한다.

밀집형 양조장(4) 

전통주 시가지 연계형 양조장 은 서천군 한산지역에 나타나는 독특한 ‘ · · ’

유형의 지역 양조장이다 가양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근대화. 

를 거치며 자가 소비를 위해 양조를 하는 방식이 아닌 상업적 양조장에서 생

산하는 주류를 소비해야 했다 그러나 서천군 한산면의 농가들은 일제 강점기. 

부터 단속을 피해 소곡주를 자가 생산하였고 그 명맥이 현재까지 이어져 현, 

재에는 개의 양조장이 주류 생산을 위한 면허를 취득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72

로 소곡주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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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내에서 같지만 각기 다른 맛의 술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방문객

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양조장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 

양조장 뿐 아니라 소곡주를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차례의 정

책적 지원과 인근에 위치한 관광 시설로 인해 지역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와이너리형(6) 

외래주 농촌 연계형 양조장 과 외래주 농촌 단독형 양조장 은 농‘ · · ’ ‘ · · ’

촌 지역에서 원료를 공급받으며 과실주를 생산하는 유형의 양조장이다 지역. 

의 다른 양조장들과 연계가 되어있는지 단독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차이, 

가 있으나 연계형의 경우 다양한 특색의 지역 양조장을 볼 수 있도록 코스로 

개발될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어 관광 자원으로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

되었다 또한 이미 해외에서는 와인의 산지를 여행하는 와이너리 투어에 대한 . 

수요가 높고 인기를 끌고 있고 와인 관광에 대한 연구 또한 많아 앞으로 우, 

리나라에서도 본 유형의 양조장 관광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브루어리형(5) 

외래주 시가지형 단독형 양조장 은 년 술의 생산과 식품접객업을 ‘ · · ’ 2016

동시에 할 수 있게끔 허가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가 도입됨에 따라 새롭

게 생겨난 유형의 지역 양조장이다 초기에는 발효주 중 맥주의 생산만을 허. 

가하였으나 이후 약 청주 막걸리 과실주에 대해서도 허가를 해 주어 점차 · , , 

다양한 주종을 생산 판매하는 양조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술의 판매 , . 

뿐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으며 지역의 농산물

을 제조 원료로 사용하고 제조한 술의 이름에 지역명을 넣는 등 지역색을 반, 

영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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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대표 사례지

지역 유산형

일제 강점기 때 주세법 시행 이후 등장한 상업 양조장의 유형으로 역사가 오래되고 관습적 의· , 

미의 전통주를 생산하는 지역 양조장들이 이에 해당함

오랜 역사성과 자금이 유입되는 상업 공간이었던 특성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거나 · 

직책을 겸임하는 등 중요한 입지를 다져왔었음

주세 단속의 용이성을 위해 사람들이 밀집하는 시가지역에 위치· 

양조장의 건물이 건축학적으로 가치가 있어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 

농촌 소멸과 함께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근대의 상업적 건축물로서 문화재적인 가치를 인정받· , 

거나 향토 뿌리기업 향토 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 

방문객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의 개선 및 조성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과 같은 전략을 통해 관광· , 

자원화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춤

지평주조 덕산양조장 목, , 

도양조장 가은양조장 칠, , 

곡양조장등

시가지 거점 활용형

지역 유산형 양조장 과 유사한 형태이나 보다 발전된 형태의 관광 자원으로서의 지역 양조· ‘ ’

장의 유형

년대 이후 지역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술의 전국적 판매가 허용되며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 2000

높인 양조장들이 차 산업화를 도모하며 나타남6

무형문화재 식품명인이 주체가 되어 생산하는 지역 양조장이 주로 입지해 있어 민속주의 보존 · , 

및 계승적 측면에도 중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자사 브랜드에 대한 홍보와 알림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 

지역 양조장 별로 전시 시설을 운영하거나 외부 공간에서 주조를 위한 도구들을 전시하는 방식· 

신평양조장 대강양조장, , 

농업법인회사솔송주 양촌, 

양조 울진술도가 금정산, , 

성토산주 태인합동주조, 

장 추성고을 지리산운봉, , 

주조 은척양조장, 

표 유형별 지역 양조장의 특징 및 대표 사례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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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양조장을 관람하고 시음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루어지나 그 외에 술 빚기 잔 만들기 등의 체험 · , 

프로그램을 유료로 운영함

광역 거점형

양조장의 설립과 관련하여 입지에 대한 조항이 사라진 이후 생겨난 지역 양조장들로 각각의 양· 

조장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입지가 나타남

산업단지 훼손된 취락지 시가지 외곽 등의 세부 입지를 가지며 도시가 확산 팽창하며 농촌의 · , , , 

고유성이 사라지고 있는 입지에 위치

도시와의 이점으로 인해 생산하는 주류의 공급 방문객의 접근성 측면에서 우수함· , 

시가지에 위치한 지역 양조장에 비해 공간적 규모의 제약이 없으며 각각의 양조장들 마다 다양· 

한 특징을 지님

도시지역 농촌 중심지 도시 근교 지역에 비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농촌 취락지 농경· , , , 

지 산지 등의 세부 입지를 가지는 원자연을 간직한 입지에 위치, 

양조장 주변의 주변 환경을 활용한 숙박 휴식 체험과 같이 농촌다움을 느낄 수 있는 보다 다· , , 

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양조장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주종과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에 활용· 

배상면주가 배혜정도가, , 

밝은세상영농조합법인 좋, 

은술 예술 국순당 중원, , , 

당 조은술세종 해창주조, , 

장 명인안동소주 복순도, , 

가 대대로영농조합법인, , 

제주샘주 제주고리술익는, 

집 풍정사계, 

밀집형

서천군 한산면 소곡주 생산지역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지역 양조장·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양조장들이 조합을 이루거나 연계 협력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다· , , 

른 지역의 양조장들과 구분됨

생산하는 주종은 유사하나 생산하는 방식의 차이로 개별적 양조장들의 독자성이 보장되며 홍· 

보 마케팅 원료의 구입과 같은 활동에는 공동으로 대처, , 

한산소곡주 동자북영농조, 

합법인 삼화양조장 술익, , 

는고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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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지역 내에서 하나의 양조장이 지역 내에 술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였기 때문에 서로 연· 

계되어 있는 지역 양조장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

각기 다른 특색이 있는 양조장들이 근접하게 위치하여 둘러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광 자원 · 

으로서의 이점

지자체에서의 홍보와 보존을 위해 시가지 내에 테마거리 홍보 체험관의 설립을 지원하는 등 · , , 

관광화를 위한 공공의 재원이 투입됨

와이너리형

과실주 중 포도주를 주로 생산하는 지역의 양조장으로 와인 관광에 대한 선행된 연구와 사례로 · 

인한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음

지역 내에 다른 양조장들과 인접하였다는 점에서 생산 유통 홍보를 위한 협력뿐 아니라 관광 · , , 

코스화할 수 있는 등의 이점

시음 직접 생산 인근의 농장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하는 등 차 · , , 6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도란원 고도리와이너리, , 

한국와인 여포와인농장, , 

불위농장 그린영농조합법, 

인

브루어리형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를 바탕으로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지역 양조장으로 식품접객업과 주류의 · 

제조 판매 행위가 동시에 일어남, 

수제 맥주를 생산 판매하는 브루어리 위주로 시작되었으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탁주 발효· , , 

주 과실주 등 다양한 주종으로 다양화, 

주류의 생산 원료로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고 제조한 술의 이름에 지역이 드러나는 이름을 · , 

붙이는 등 지역색을 반영

개별적인 공간적 운영적 생산하는 주종의 특징에 따라 각각의 양조장의 특색이 다르게 나타남· , , 

버드나무브루어리 광주무, 

등산브루어리 아리랑브루, 

어리 가나다라브루어리, , 

크래머리브루어리 순천양, 

조장 카브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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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및 사례지 도출2. 

지역 유산형 양조장 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지역 양조장으로 역사성이 ‘ ’

높고 오랜 세월 지역 내에서 주민들에게 술을 판매해온 공간이다 특히 오래, . 

된 건축물의 원형을 보전하고 있는 경우 문화 유산적 가치가 높으며 지역 내

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시가지 거점 내에 위치하여 주민들과의 관계가 , 

깊다는 점에서 사회 문화적 가치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시가지 거점 활용. ‘

형 양조장 은 지역 유산형 양조장 이 보다 방문 관광객에게 친화적인 형’ ‘ ’ , 

태의 공간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양조장이다 년대 들어 주류의 전. 2000

국 판매가 가능해지며 마케팅과 홍보의 일환으로 양조장의 차 산업화를 시도6

한 유형으로 기존의 생산을 위한 시설과 더불어 각각의 양조장의 특색에 맞는 

공간을 조성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

이다 광역 거검 활용형 양조장 은 기존의 일반적인 상업 양조장이 위치한 . ‘ ’

시가지가 아닌 도시 근교 농촌 배후지에 위치하는 양조장이다 각각의 양조, . 

장들의 운영 목적과 방향에 따른 각기 다른 입지와 양조장의 형태를 갖추었는

데 이는 특히 주변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갖춘 , 

것이 특징이다 밀집형 양조장 은 우리나라에서 서천군 한산 소곡주를 생. ‘ ’

산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유형의 양조장으로 개의 양조장이 한산 , 68

소곡주라는 단일한 술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생산하는 양조장의 유형이다 한. 

산 소곡주라는 술이 지역 산업화 되며 나타난 유형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과 투자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 유형

의 양조장들이 모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와이너리형 양조장 은 지역에서 . ‘ ’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과실주를 생산하는 유형의 양조장이다 이미 프. 

랑스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포도주 생산지를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의 개, 

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 

있어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뚜렷한 유형의 양조장이다 브루어리형 양. ‘

조장 은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를 바탕으로 생겨난 양조장으로 발효주류에 ’

해당하는 맥주를 직접 생산 판매 유통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조장에서 술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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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와 생산 뿐 아니라 식품접객업을 겸하여 식당의 성격 또한 갖추고 있다. 

최근 들어 지역의 농산물을 술의 생산 원료로 활용하고 공간의 융복합화를 ,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공간으로 떠오르는 양조장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 양조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서천군 

한산면에서 나타나는 밀집형 양조장 을 중심으로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양‘ ’

조장에 관한 현황과 특징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산 소곡주를 생, . 

산하는 밀집형 양조장 은 각기 다른 자체적 외부적 특성을 갖은 양조장들‘ ’ , 

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양조장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현황에 대한 포

괄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년 기준 국내에 발급되어 있는 약 개에 달하는 약주 면허 가운데 2020 437 68

개에 달하는 주류 생산자가 한산 소곡주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약주 면허 생산

지로서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약주는 중요한 회의 만찬 등. , 

과 같은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약주에 속하, 

는 한산 소곡주는 년에 달하는 역사와 전통적인 가치를 간직하고 있기에 1500

전통주류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그와 더불어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은 전통주를 지역 산업화하기 위한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 개별적인 양조장들의 역할만이 강조되는 다른 

지역의 양조장들과 차별성을 띄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 양조장. 

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 만들기 지역 브랜드 이미, , 

지 형성을 위한 지자체의 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확인하기에 적합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산 소곡주 생산 지역을 구성하는 주체들에 대

한 현황과 특징 그리고 활성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광 자원으로서 지, 

역 양조장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 57 -

절 서천군 한산면 개요3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개요1. 

서천군 한산면 현황(1) 

한산 소곡주에서 지칭하는 한산은 조선 시대 때 한산군을 지칭하는 지역으

로 지금의 한산면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가르킨다 그에 따라 년 지리적 표. 2021

시상품 제 호로 지정된 한산 소곡주의 생산지역은 현 행정구역상 한산면뿐 110

아니라 기산면 화양면 마산면을 포함한다, , .

사례 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대상지인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은 충청남도 서

천군 한산면에 위치한다 서천군은 북쪽으로는 보령시와 부여군과 마주하고 . 

있으며 금강을 경계로 군산시의 북측에 위치한다 서천군의 행정 구역은 개. 2

의 읍과 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한산면은 서천군의 서남쪽에 11 , 

위치하고 있으며 금강과 접해있다 총 면적은 이며 년 월 기준 . 25.0 2021 10㎢

세대 명이 거주하고 있다 총 개의 법정리로 구분된다 그중 서천1,450 2,443 . 21 . 

군의 서측 경계에 위치한 지현리는 행정복지센터 버스 공용 터미널 보건소, , , 

상업 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이 밀집한 시가지역으로 농촌 중심지에 해당한

다. 

그림 대상지 위치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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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인근 관광 자원(2) 

❚ 자연 생태자원, 

자원 위치 내용

마량리 

동백나무숲

서천군 서면 서

인로 번길 235 103

천연기념물 제 호로 년 월에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169 1965 4 · , 

사철 푸르름을 자랑하는 곳이다 숲의 언덕마루 에 세워져 있. 

는 중층누각 동백정은 일몰 명소로 유명하다. 

신성리 

갈대밭

서천군 한산면 

신성로 500

갈대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 신성리갈대밭은 매년 월 월 갈2 ~4

대생육촉진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월부터 초록의 갈대를 볼 5

수 있으며 월에는 갈색빛의 갈대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9 .

춘장대 

해수욕장

서천군 서면 춘

장대길 춘장20 

대해수욕장 종합

안내소

완만한 경사와 얕은 수심 잔잔한 파도 등 해수욕을 즐기기에 , 

천혜의 조건을 갖춘 해수욕장이다 청정 자연을 그대로 품고 . 

있어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자연학습장 선 가운데 하나로 8

꼽힌다.

국립생태원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국1210 

립생태원

국립생태원은 현지생태계를 그대로 재현 세계 대 기후대 생, 5

태체험을 할 수 있는 각 온실에는 기후대별 어류 파충류 양, , 

서류 조류 등 여종의 동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2,400 .

금강 

하굿둑 

철새 

도래지

서천군 마서면 

장산로 916 

우리나라 대강 중의 하나인 금강이 충청도를 휘돌아 서해바4

다에 이르는 곳으로 철 물새들에게 있어 생태적으로 중요한 , 

지역이다.

장항송림산

림욕장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산65

송림산림욕장의 산책길에는 다양한 꽃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 

히 월 월에 만개한 보랏빛 맥문동 꽃은 운치를 더한다 스8 ~9 . 

카이워크에서는 해송림을 발아래 두고 거닐며 서천 바다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유부도, 

서천 갯벌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길 43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상에 위치한 유부도는 바닷개의 주요

거점지역이며 여종의 희귀 철새들이 쉬었다 가는 곳으로 , 100

보전가치가 높아 글로벌 생태관광의 기반이 되는 곳이다.

희리산 

자연휴양림

서천군 종천면 

희리산길 희206 

리산휴양림

희리산 자연휴양림은 수종별 고유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숲

속의 집과 해송림 저수지가 빼어난 조화를 이루고 있어 경관, 

도 아름답다.

서천 

치유의 숲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번길 3 0 2

88-81 

서천의 명산인 희리산과 문수산 사이에 위치한 치유의 숲은 

탐방객의 건강증진을 위해 조성된 숲이다 규모의 치유. 546㎡

의 숲 센터에는 여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서천군 자연 생태 관광자원[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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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문화자원, 

자원 위치 내용

한산 모시

마을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089 

한산모시관

한산모시마을은 모시풀을 처음 발견했던 건지산기슭에 모시각, 

전통공방 한산모시 전시관 토속관 전수교육관 등의 시설을 갖, , , 

춰놓아 서천의 전통문화와 한산모시 제작과정을 알 수 있게 한 

곳이다. 

문헌서원

서천군 기산면 

서원로 번길 172

문헌서원66 

고려말 대학자 가정 이곡과 목은 이색의 학문 덕행을 추모하기 · 

위해 세운 서원으로 년에 나라에서 문헌이라는 헌판을 받아 (1611

사액이 된 곳이다 우리 전통 건축과 선홍 빛 꽃이 어우러진 자. 

연미를 감상할 수 있다.

서천 특화

시장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42

서천특화시장은 지상 층 연면적 천 백 평의 규모의 점포 및 2 , 1 9 80

노점동과 식당동 각종 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현대식 수산물 특, 

화시장이다. 

장항 도시

탐험역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번길 161

27

시골의 아늑함과 도시의 세련미가 느껴지는 문화복합공간이다. 

운행이 중단된 장항화물역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장항의 역

사를 볼 수 있는 여러 시설로 구성된 문화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교 시, 

간이 멈춘 

마을

서천군 판교면 

종판로 번길 901

45

년대 일제 강점기시대 식량수탈 징용 등을 위해 만든 장항1930 , 

선 중 하나인 구판교역과 다양한 시설들의 옛 건물을 그대로 보

존되어 있다. 

서천 읍성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번길 54

27-16

서천읍성은 세종 때 축성된 석성으로 군이나 현의 주민을 보호하

고 군사적 행정적인 기능을 함께하는 성을 말한다 돌로 쌓아 , · . 

만든 서천읍성은 둘레가 이며 치가 개 문지가 곳이 있1300m 14 3

다. 

이하응 고

택전시관

서천군 기산면 

신막로 번길 57

32-3

이하복 고택은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전통적인 농가 형태를 그대

로 간직한 채 보존되고 있는 대표적인 가옥으로서 그 가치를 인

정받아 년 월 일 국가민속문화재 제 호로 지정되었다1984 12 24 197 . 

서천향교

서천군 서천읍 

서 천 향 교 길 

53-5

서천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조선 전기의 

교육기관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조선 . 

전기 전국적으로 많은 향교를 세운 시기에 지은 것으로 추정한

다. 

친환경 쌀 

문화센터

서천군 마서면 

옥도로 번길 498

27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사계절 홍보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제

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친환경 쌀을 재배 공급하여 신뢰 구축과 선진형 농업 실, 

현을 이루는 것이 이 센터의 목표이다.

표 서천군 역사 문화 관광자원[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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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축제 

자원 위치 내용

서천 동백

꽃 쭈꾸미 

축제

서천군 서면 서

인로 56

주꾸미잡이가 한창인 월 마량리동백나무숲 일원에서 동백꽃3 , 

주꾸미축제가 열린다 판매마당에서는 주꾸미요리가 주가되는 . 

먹을거리 장터가 운영되고 서천의 특산품도 저렴한 가격에 구

입할 수 있는 특산품 판매장도 함께 운영된다

한산모시문

화제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한1089 

산모시관

서천군 한산면 지방에서 생산되는 년 전통섬유 한산모시1500

옷과 모시풀을 소재로 건강한 의 식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

는 축제이다. 

춘장대해수

욕장 여름

문화예술축

제

서천군 서면 춘

장대길 20

울창한 해송과 맑고 잔잔한 수면 은빛 모래 해변이 어우러진 , 

천혜의 관광지 춘장대해수욕장에서 만나는 한여름 밤의 음악 

축제로 장기자랑 단체 퀴즈 등의 행사가 함께 운영된다, OX .

홍원항 전

어 꽃게 축, 

제

서천군 서면 홍

원길 130-3

서천의 대표 음식인 전어 꽃게 축제는 월에 개최하며 행사, 9 , 

기간 중에는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홍원항 어판장에서 갓 잡은 전어는 물론 꽃게 대하 . , , 

등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서천 마량

포 해넘이 

호돋이 축

제

서천군 서면 서

인로 번길 235 103

서해한의 해돋이 현상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 현상에 의해 나

타나는데 동짓날을 중심으로 일 전후 동안 마량리 동남 방60

향에서 해가 뜬다 마량포 해넘이 해돋이 축제는 월 오후 . · 12

해넘이 행사를 시작으로 송년 메시지 해넘이 감상 등으로 진, 

행된다. 

장항항 꼴

갑축제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232

매년 월이면 충남 서천군 장항항에서 서천군수협어촌계장협의5

회 서천군 어민회 주최로 꼴갑 축제가 개최된다( ) .

축제장에서는 각종 신선한 회뿐 아니라서천의 우수한 수산물,

을 알리기 위한 시식행사도 진행하며 우리 수협에서 위판된 , 

수산물건어물 등 판매장을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며이와 함,

께 장항항에서 금강을 바라보며 쫄깃쫄깃한 회를 맛볼 수 있

는 수변 회카페도 운영된다.

표 서천군 지역축제 현황[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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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의 활성화 요인 및 과제4

절 지역 산업으로서의 한산 소곡주1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의 양성화 과정1. 

한산 소곡주는 주세법상 약주에 속하는 전통주류로 찹쌀과 물 누룩과 그 , 

외의 원료를 활용하여 발효시킨 술이다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양조장 가운데 . 

한산 소곡주‘ 7) 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 호와 대한민국 식품명인 호’ 3 19

로 지정되어 있다 정확한 유래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한산 소곡주는 백제의 . 

왕실에서 즐겨 마시던 술로 약 년의 역사를 가진 술로 알려져 있다, 1500 .8) 역 

사가 오래된 만큼 여러 고문헌에서 소곡주와 소곡주에 대한 제조법에 대한 기

록을 찾아볼 수 있다 년대 초부터 년대까지 약 개의 문헌에서 소. 1400 1900 39

곡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술과 음식에 대한 전승은 주로 구전을 통해 ,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곡주에 대한 문헌들은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받는다

홍서연( , 2017)

현재 한산면에는 한산 소곡주를 활용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테마 거리, 

체험 및 전시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다른 관광 자원으로. 

서의 타 지역의 양조장과 한산 소곡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의 차이는 지역 내에

서 술을 생산하는 양조장의 수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광복 이후 산업화 단계. 

에서의 주류정책상 지역 내 여러 양조장이 존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

당하기 때문이다 년 기준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한산 소곡주를 생. 2019

산하는 양조장은 총 개이며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에서도 여전히 밀주 형68 , 

태로 술을 생산하는 집이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산 소곡주의 밀주로서의 전승과 양성화 과정 그리, 

7) 본 연구에서는 한산 소곡주를 생산하는 양조장 중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식품명 

인으로 지정된 양조장과 한산 소곡주를 구분하기 위해 업체명을 한산 소곡주 로 표‘ ’

기하였다.
8) 한산소곡주갤러리 홈페이지 검색일  ,https://www.hansansul.com/sogokju1, (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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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산업 관광화를 위한 과정과 흐름을 파악하여 지역 양조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가양주 및 밀주로서의 전승(1) 

우리나라의 전통주는 상업적 목적을 가진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집에서 접대 제사 등의 목적에 따라 각각 생산하고 소비하는 가양주, 

의 형태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일. 

반 가정에서 주류를 생산하는 것은 불법으로 전락하였고 산업화 시기에도 쌀, 

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쌀의 술 사용을 금지하여 가양주의 문화는 대부분 사

라지게 되었다.

서천군 한산면 일대에서는 오랫동안 많은 수의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소곡주

를 밀주로 제조해왔다 과세를 위해 주류의 생산과 유통을 엄격하게 단속하던 . 

시기였기에 소곡주의 생산은 대량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구

정과 추석 차례를 위해 주로 빚어왔다고 전해진다 그 외에 생산자의 주변 지. 

인에게 선물과 판매의 목적으로 꾸준히 빚어왔는데 이들은 현재 정식으로 면, 

허와 설비를 갖춘 소곡주 양조장들의 고정 고객으로 이어져 왔다.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밀주는 전국적으로 있었으나 한산 소곡주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자가소비 이외의 목적과 광범위하게 전승된 것이 특징이다 그 . 

이유로는 단속이 어려운 지리적 환경과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소곡주의 ,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활성화 과정(2) 

❚ 무형문화재의 지정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기간을 거치며 전통주의 명맥은 거의 끊기게 되었고, 

희석식 소주와 맥주가 주류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 

년대 들어 전통적인 문화와 유산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주류 1980

정책에도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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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 소곡주는 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 호로 지정되었고 현재 1979 3 , 

한산 소곡주 의 나장연 대표의 할머니인 김영신씨가 기능보유자로 인정되‘ ’

었다 이후 년 전국 민속주조사 를 통해 한산 소곡주는 민속주로 인정. 1983 ‘ ’

받았으며 년 이후부터 주류의 판매지역 제한이 폐지되며 본격적으로 판매2001

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새로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한 높은 수요가 있었는데 이 당, 

시의 높은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였다9) 소곡주에 대한 이러한 . 

높은 수요는 소곡주를 생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

가 되었으며 밀주의 형태로 소곡주를 생산하던 농가의 경우 생산량을 늘리고 , 

적극적인 판매를 통한 수익의 창출을 이뤄냈다 한국민속박물관( , 2020).

❚ 한산 소곡주의 활성화 과정

한산 소곡주 이외에 대부분의 양조장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밀주의 ‘ ’

형태로 생산 유통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산모시와 더불어 한산 소곡주를 , .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던 서천군은 년부터 향토산업육성사업의 2011

일환으로 한산 소곡주 명품화 사업 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밀주의 형태‘ ’ . 

로 소곡주를 생산하던 농가들은 생산을 위한 설비의 신설 및 개선을 위한 지

원과 양조 교육을 받아 제조 공정의 표준화와 주질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주. 

류의 품질과 더불어 한산 소곡주의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포장재 및 용기 

디자인을 개발하고 출원하였는데 이는 사업화 과정에서 설립된 한산 소곡, ‘

주 영농조합 에 소속된 양조장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였다’ .

이후 년 서천군 한산면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에 2016 6

한산 소곡주 차산업화지구 로 선정되었다 시행된 목적으로는 소곡주를 ‘ 6 ’ . 

중심으로 생산 유통 뿐 아니라 관광까지 집적화된 차 산업 지구를 조성하여 , 6

서천군 한산면 일대를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 

위해 전시 체험 판매를 할 수 있는 소곡주 갤러리와 카페 테마광장, , , 10)의 조

9) 한산소곡주 나장연 대표 인터뷰 ‘ ’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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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조성되었다.

한산 소곡주가 점차 양성화되며 한산 소곡주를 알리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

에도 많은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졌다 전시 홍보의 역할을 하는 소곡주 갤러. 

리와 지역의 양조장드은 우리 술 대축제와 대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술 관련 엑

스포에 참여하며 다양한 맛과 특색을 가진 한산 소곡주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

고 있다 또한 년부터 시행된 한산 소곡주 축제에서는 방문객들이 여러 . 2015

양조장들의 술을 시음할 수 있다는 점과 자체 프로그램 인근 관광지와 연계, 

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 큰 호옹을 었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펜데믹 이후 중단

된 상태이다.

10) 실제로는 광장이 아닌 소곡주 테마거리로 조성되었다 .

그림 [ 6 서천군 한산면 일대 전경-1] 

출처 손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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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 소곡주 생산지역 구성 주체2. 

지역 내 양조장(1) 

년에 한산 소곡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 표시상품 제 호2021 110

로 등록되었다 그에 따라 한산 소곡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양조장은 . 

서천군 한산면뿐 아니라 한산면의 인접 지역인 화양면 기산면 마산면에 위치

한 양조장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개의 양조장은 각각이 위치한 주변 환경. 68

과 입지가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사업화를 시행한 한산 소곡주. ‘ ’

와 지역 내 다른 양조장들에 대한 현황을 선행연구 운영자와의 인터뷰 답사, , 

를 통해 조사하였다.

그림 서천군 한산 소곡주 생산 양조장 분포[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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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면 내 양조장

한산면 내 위치하는 양조장들은 한산 소곡주 명품화 사업 을 통해 점차 ‘ ’

양성화 되었다 그 과정에서 양조장들은 술을 집 안에서 빚지 않고 자체적으. 

로 생산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과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식약처 국세청과 같은 주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부터의 구제와 , 

개입을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양조장들은 시설과 위생상의 개선을 이루게 . 

되었고 정식적으로 생산 판매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 

우리나라의 다른 전통주들과 비교되는 한산 소곡주의 가장 큰 특징은 한산 

소곡주라는 명칭을 하나의 업체가 아닌 지역의 여러 양조장이 공유한다는 것

이다 년 년부터 총 차례의 한산 소곡주 명품화 사업 이 시행되며 한. 2011 5 ‘ ’

산 소곡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은 점차 늘어갔는데 년 당시 주류 면허를 , 2011

획득한 개의 농가를 시작으로 년 기준 개의 양조장이 생산을 위한 면20 2019 68

허를 취득하였다 이들은 한산 소곡주 영농조합 을 이루어 생산과 홍보에 . ‘ ’

대한 논의를 공유하며 협력함과 동시에 경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각각의 양조장은 생산하는 소곡주의 맛과 양조장의 위치 시설의 운영에 있, 

어서 각각의 다른 차이와 전략을 갖는다 특히 일부 양조장의 경우 생산 설비. 

뿐 아니라 방문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양조장 주변 경관을 조성하는데 노

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또한 술 빚기 이외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양조장들 또한 찾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

하여 답사 시점에는 다소 활발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림 한산소곡주 생산 양조장[ 4-3] 

출처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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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 소곡주‘ ’

한산 소곡주 는 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고 년 식품명인으로 등‘ ’ 1979 , 1997

록된 한산 소곡주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지역 양조장이다 서천군 내에서 가장 . 

먼저 상업적 목적으로의 판매를 위한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그에 따라 한산 , 

소곡주를 빚는 양조장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무형문. 

화재 기능 보유자인 우희열에 이어 그의 아들 나장연이 기능 전수자로 지정되

어 있으며 동시에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높은 판매량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양조장들과 달리 넓은 면적의 양

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통신 판매뿐 아니라 대형마트에도 납품을 하

고 있다 주류의 품질을 위한 연구실을 별도로 운영하여 주질 향상을 도모하. 

고 있으며 실제로도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 출시하고 있다 판매하는 제품군 , . 

또한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생 약주와 더불어 살균 약주 증류주와 , , 

증류한 소곡주를 숙성시킨 제품 또한 개발 판매하는 등 새로운 제품 출시를 , 

위한 노력 또한 기울이고 있다.

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찾아가는 양조장 의 대상지로 선정2014 ‘ ’

되었다 그에 따라 많은 방문객들의 방문이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 

는데 주로 군에서 시행하는 시티투어 코레일에서 운행하는 서해 금빛 열, , ‘

차 의 코스에 해당되어 주로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양조장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기념관을 운영하며 관광객들에게 소곡주. 

오 한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볼거리와 체험객들을 대상으로는 술 빚기 

체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홍보와 마케팅의 일환으로 여러 지역 행사들을 주관하고 후원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특히 년부터 시행된 소곡주 축제를 주도적으로 후원하고 . 2015

참여했으며 그 외에도 대외적으로 한산 소곡주를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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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산 소곡주 위치 및 전경[ 4-4] ‘

출처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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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북마을 영농조합법인(2) 

동자북마을은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일대에 세워진 농어촌체험 휴양 마을이

다 동자북 마을이 세워진 동산리는 년 기준 총 세대 명이 거주하고 . 2019 62 , 102

있으며 그중 명에 대항하는 인구수가 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한다 동자, 47 65 . 

북 마을은 현재 동자북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동자북 마을은 년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에 선정되어 체험마을로 조2009

성되었다 선정된 배경에는 이 지역 또한 다른 한산면 일대의 농가들과 마찬. 

가지로 소곡주를 빚고 있었다는 점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 호인 서천 저13

산팔읍길쌈놀이의 기능 보유자가 있었던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였다11).

운영을 위해서는 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초기에는 이장 부녀, , 

회장들만이 참여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점차 방문객들의 방문이 잦. 

아지고 활성화됨에 따라 출자를 하는 마을 주민들이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의 주민들이 노령화 되고 코로나 . , 

로 인해 체험객이 줄어들었음에도 시설의 관리와 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의 19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초기에 비해 주민들이 많

이 노령화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 로 인해 방문객과 체험객이 줄어듦에 따라 체험 마을의 운영19

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자북 마을은 지자체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으나 . 

운영에 따른 유지와 관리 비용은 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

다 체험 마을의 시설을 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은 마을 주. 

민들의 단합력을 높이고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데 효과적이고 설립 당, 

시에 마을 주민들이 시설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기를 원했었기에 현재의 방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임대를 하여 단순. , 

히 임대료만 부담하는 방식에 비해 코로나 와 같은 펜데믹 상황과 불경기에19

는 운영의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자북 마을의 농가들 또한 밀주의 형태로 소곡주를 생산하였으나 마을영농

11) 동자북마을 사무장 인터뷰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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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이 설립되며 마을조합의 소곡주로 일원화 되는 과정을 거쳤었다 마. 

을 영농조합의 이름으로 소곡주를 출시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산 소곡주 

영농조합 법인에는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병입과 가격 결정 과정을 거쳐 , 

판매를 하였으나 년 소곡주 영농조합법인에 가입을 하였다2021 . 

코로나 로 인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수익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9

마을에서 생산하는 소곡주의 생산과 판매는 마을 영농조합의 수익에 큰 부분

을 차지한다고 한다 실제로 동자북마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한 . 2021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개의 마을 가운데 소득 체험분야에서 동상1994

을 수상하였다.

방문객의 감소와 마을 주민들의 노령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동자북 마을은 현

재에도 다양한 사업과 환경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년부터 마을에서는 독. 2022

자적으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령 주민들

의 소속감과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삶. 

기술학교12) 를 맺고 마을의 연못을 복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MOU , 

이어가고 있다.

12) 한산면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지역문화자원개발회사 자이엔트가 운영하는 지역의  

청년 공동체이다 서천군 한산면으로 도시에 사는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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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동자북마을 영농조합법인 위치 및 전경[ 4-5] 

출처 연구자 손용훈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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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곡주 갤러리(3) 

소곡주 갤러리는 서천군 시가지에 위치한 시설로 한산 소곡주에 대한 전시, 

시음 체험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곡주 갤러리는 년 한산 소곡주 , . 2017

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천군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농업6 ‘

회사법인 가온누리 애서 운영하고 있다 시가지 외곽에 위치하여 지역을 지’ . 

나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조성된 서천의 관광지인 한산 모시관과 다르게 

시가지 내에 위치하여 있는데 이는 한산 일 장터와 소곡주 테마거리와 연계, 5

되는 관광 거점으로서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소곡주 갤러리는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위탁운영의 방식으로 운영

된다 위탁운영의 경우 직접 운영하는 경우보다 전문적인 경영과 서비스 시. , 

설 자체에서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공공성의 저하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의 어려움 등의 단점이 있는 방식이다 계획 초기에는 한산 소곡주 영농. 

조합이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조합에서 운영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조합과 관련없는 현재의 회사가 운영하게 되었다.

한산 내에서 생산되는 소곡주를 시음하고 판매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지

만 현재는 개의 양조장에서만 정기적으로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객을 37 . 

대상으로는 시음 판매 활동을 주로 하는데 단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소곡주 , , 

빚기 칵테일 체험 소곡주 병을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산 소곡주를 시음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잘 관리된 시설로 인해 서천군 한산면의 ,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시설의 운영권을 두고 현재 운영 . 

주체와 한산 소곡주 조합 간의 경쟁이 있었고 판매 시 수수료에 대한 일부 , 

생산자 사이의 반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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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곡주 갤러리 위치 및 전경[ 4-6] 

출처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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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 활성화 요인 및 과제2

본 연구에서는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의 구성 주체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을 통해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양조장들에 대한 현황과 양조장을 활용한 지역 

관광의 활성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활성화 요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 

향후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직면

하고 있는 과제 또한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의 구성 주체들에 대한 심층적 인터뷰를 

하였다 활성화 요인은 크게 네 가지 조합식 운영을 통한 지역 산업화 지역 . ( , 

양조장들의 혁신 거점 홍보 시설 마을 공간 및 인근 관광 자원과의 연계 로 , , )

나타났으며 그중 개의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활성화 요인과 개의 발전 과제7 4

를 도출하였다.

구분 항목 세부항목

협동 조합식 운영을 

통한 지역 산업화

주류 브랜드의 일원화
생산 과정에서의 협동

지리적 표시제 인증

공동 홍보 및 마케팅 , 
지역 축제 및 자체 품평회 개최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지역 양조장 간의 경쟁 상호 경쟁으로 인한 단합의 어려움

지역 양조장들의 

혁신

시설의 차 산업화6
방문객 대상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방문객 친화적 

환경 조성
주변 및 자체 환경의 개선

노령화 기업가 정신의 부재

거점 홍보 시설

지역 관광 

거점으로서 역할
전시 시음 판매의 공간, , 

조합과의 갈등
조합의 시설 운영의 당위성

방문객의 편중 현상

마을 공간 및 인근 

관광 자원과의 연계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관광 코스의 개발 및 편입

시가지 내 편의시설
지역 행사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내 

소비 유도

작은 규모의 방문객 유입 관내 수요의 비활성화

표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의 활성화 요인 및 세부항목[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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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조합식 운영을 통한 협력1. 

주류 브랜드의 일원화(1) 

한산 소곡주는 충청남도 서천군의 모시와 더불어 대표적인 지역 산업으로 

여겨진다 밀주 형태로 전승되어 오던 소곡주가 양성화되며 그들이 모여 설립. 

된 한산 소곡주 영농조합은 지리적 표시제13) 제 호로 등록된 한산 소곡주 110

라는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소곡주를 생산하는 양조장. 

들은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지자체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

게 된다.

조합에 속한 양조장들은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생산 설비에 관한 것 뿐 아니

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을 받았는데 조합에서 생산되는 소곡주를 위, 

한 특이한 디자인의 병과 사용되는 글씨체는 조합에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특허청에 등록 또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특히 병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류. 

를 납입하던 병에 비해 디자인적으로 우수하고 소비자들의 반응 또한 좋다는 ,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산 소곡주만을 위한 병이기 때문에 주류 납입. 

을 위한 재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화병의 형상을 한 디자인적인 측면

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또한 전개되고 있다.

한산 소곡주가 생산되는 지역은 한산면이 아니라 옛날의 한산현이었어요 그래서 “ . 

한산면 마산면 기산면 화양면 이렇게 개가 한산 소곡주라고 쓸 수 있게 해준거, , , 4

에요 그리고 조합으로 가입 된 업체는 글씨체하고 저 병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만약. . 

에 다른 업체에서 다른걸 쓴다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쓰면 안 , 

돼 우리가 다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자 . .”[ C]

군에서 이 병을 만든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한다고 봐요 백제의 술이라는 역사“ ,...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 때 백제 유민들의 눈물을 형상화 했다고 하기도 해

요 다른 소주 맥주병들과 다르게 이 병을 재활용 할 수가 없어서 구매하시는 분. ... , , 

13) 농수산물의 명성 품질이나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조제 호( 2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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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꽃병으로 사용하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또 병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 

여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응답자 ”[ F]

또한 조합으로 운영되는 특성으로 인해 주류의 품질 관리와 같은 민감한 , 

부분 이외에 생산하거나 유통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등 주류의 품질 관리와 같은 민감한 부분 이외의 어려움에 대해서, 

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량 구매를 해야 하는 포장. 

재의 경우 조합에서 우선적으로 대량 구매 후 조합원들이 필요한 수량을 따로 

조합으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도모하고 있었다. 

공동 홍보 마케팅(2) ,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한산 소곡주라는 약주를 여러 양조

장에서 생산하여 판매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각기 다른 한산 소곡주의 . 

맛과 양조장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함과 동시에 한산 소곡주를 알리고 홍보를 

함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매년 월 일에는 한산 소곡주 축제를 . 10 10

한산면 시가지 일대에서 진행하는데 규모는 크지 않은 지역 축제이지만 축, , 

제를 통해 대부분의 한산 소곡주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은 방문객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간다고 한다. 

축제와 더불어 이 기간에는 한산 소곡주 품평회가 진행된다 품평회는 서로 . 

다른 한산 소곡주를 생산하는 양조장들이 서로 교류하고 각각의 주질을 향상, 

시키자는 취지로 처음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이와 같은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 

의문이 제기되었었으나 품평회와 같은 행사는 전체 한산 소곡주 양조장들의 

주류의 품질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개별 양조장에게도 자신들의 소곡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곡주 축제를 함으로서 느낀 것은 술 품평회를 진행하며 술의 품질이 굉“

장히 좋아졌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왜 하냐고 왜 자신들의 술을 평가하려 . , 

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품평회를 진행하며 각각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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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 업체의 사장님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맛을 보고 다른 집안의 소곡주를 , 

맛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전반적으로 소곡주의 . 

주질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 .” [ A]

저는 품평회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품평회의 목적은 하나거든요“ . . 
상을 주게끔 하여 각각의 양조장의 이름을 알릴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당연히 긍정. 
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 
고 유입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행사가 한산 소곡주를 보다 널리 알리는데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해고 있습니다 응답자 . ” [ D]

자체적인 행사뿐 아니라 양조장들은 생산지 인근 지역 밖에서 개최되는 행

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한산 소곡주에 대해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통. 

주 관련 박람회 축제에 참여하곤 하는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지역 내에서 , 

전시와 홍보를 하는 소곡주 갤러리와 더불어 여러 양조장들이 함께 참여하여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년 우리 술 품평회에는 개의 업체가 약 청주부. 2018 9 , 

문에 출품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고 한다 또한 인근의 건양대학교. 

에서 양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회계 고객 응대 마케팅 기법 등 주, , 

류의 생산과 유통 홍보에 관한 교육을 참여하는 데 있어 한산 소곡주를 빚는 , 

여러 운영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합의 어려움(3) 

협동 조합식 운영은 한산 소곡주의 지역 산업화 및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운영과 단합의 어려움과 앞으로 더 . 

큰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한산 소곡주 영농조. 

합법인은 조합을 이루어 서로 협력관계를 이루기도 하지만 상호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밀주를 생산 판매해왔기 때문에 각각의 양조. , 

장들은 크지는 않지만 고정적으로 판매를 하는 수요자층이 존재하였고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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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고 있었다 그렇기에 조합을 통해 활동을 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고 .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수익성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합, 

의 단결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래 이 지역이 조합원들이 단체로 무엇을 한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양주를 밀“

주로 해서 판매를 하던 집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개인 집 마다 단골들이 있어요 그. 

렇다 보니까 조합적 차원에서 관광의 활성화라던거 이런 부분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럿이 모여있다보니 장점은 아무래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 , 

어려울 때 급하게 뭐가 떨어졌을 때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것 같고 단점은 아무래도 , 

친하면서도 경쟁자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지는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응, .” [

답자 B]

군에서도 그들의 입장에서도 항상 얘기를 해요 조합이 좀 잘 어우러져서 지역 “ . 

활성화와 산업화에 힘을 좀 보탰으면 좋겠다고요 회의도 자주 하고 어떻게 지역 , .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지 방안에 대해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

는데 단합이 잘 안 돼요 회의를 하면 개별적 양조장들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 

오는 편이지 지역을 위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아요 응답자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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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양조장들의 혁신2. 

방문객 친화적 환경 조성(1) 

한산 소곡주를 생산하는 양조장들은 가양주 문화를 기반으로 한 밀주의 형

태에서 산업화를 이루며 생산 설비와 판매 시설 양조장 공간의 현대화와 지, 

역 산업화를 이루었다 서천군에서는 양성화된 한산 소곡주 생산 양조장들을 . 

중심으로 관광을 활성화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년 한산 소곡주 차, 2017 6

산업 지구조성사업을 실행하는 등 방문객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한산 소곡주를 생산하는 개별 양조장에서도 단순히 술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넘어 방문객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대부분의 양조장들이 단순히 술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수. 

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일부 양조장들은 양조장 주변으로 정원을 조성하거나 , 

방문객을 응대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한 한산 . 

소곡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스토리텔링을 위해 전통적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한옥 형태의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 또한 현장 답사를 통해 알 수 있었

다. 

실제로도 양조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고도화한 노력으로 인해 양조장의 방문

객들은 높은 만족도를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금보다 더. 

욱 양조장의 경관과 환경개선에 힘을 쓰거나 개선된 환경을 활용하여 차 산6

업화를 이루고자 하는 양조장들 또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희는 방문객들이 잠깐이라도 이곳에 머무르고 쉴 수 있도록 커피를 준비하고“ , 

주변 환경을 보기 좋게 꾸며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조장의 야외 공간으로 . 

정원을 꾸며놓아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절. 

에 따라서 호박 오이 고추 이런 것들이 열릴 때 같이 드리기도 하고요 지금 키위, , . 

나무를 심어 놨는데 몇 년 있으면 주렁주렁 많이 열릴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요 그. 

러면 손님들도 보고 들리고 와서 따가기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주, , . ... 

변이 깨끗해야 손님들이 우리 집을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 [

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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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방문객 친화적 환경 조성하기 이전 에 어떤 단골 손님께서 친구들을 많이 “ ( )

데리고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앉을 자리도 대접할 커피 한 잔도 없어서 , , 

굉장히 민망했었어요 그래서 언제 손님들이 들리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환경에서 . 

잠시 머무르고 또 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정, 

원도 만들고 내부 공간도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응답자 , .”[ F]

처음 양조장 건물을 지을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했다면 투자비도 얼마 안들었겠“

죠 그런데 한산 소곡주의 전통성을 생각했을 때 이미지를 위해 전통적인 외관도 중. 

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외적인 부분이 방문객들의 말에 의하면 만족도도 높. 

다고 하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판촉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서 한옥 . 

건축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응답자 . .”[ E]

시설의 차 산업화(2) 6

방문객에게 친화적인 양조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술을 생산, 

판매 체험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양조장의 차 산업 공간으로 고도화한 양, 6

조장들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찾아가는 양조장 으로 선정된 한산 . ‘ ’ ‘

소곡주 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운영하며 한산 소곡주에 대한 소개 뿐 아니’

라 한산의 문화유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으며 술 빚기 체험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양조장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주로 술. 

을 빚는 체험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외에도 술을 담는 병을 재활용 

하여 활용하는 등 양조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기획을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을 유도하는 것이 . 

단골 고객으로 만드는데 보탬이 된다고 하였다.

이미 차 산업화 하지 않은 양조장들 또한 시설의 차 산업화의 필요성에 6 6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류시장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 

있으나 전통주 시장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통주를 차례 제사 , 

때 사용하는 기존의 고객들 이외에 새로운 수요 계층의 유입의 중요성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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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곡주 갤러리에서도 술 빚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양조장에서 “

운영하는 술 빚기 프로그램은 이곳이 양조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고객들은 직접 생산하는 공간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보통. . 

은 군청이나 교육청 귀농귀촌 학교에서 많이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 . ... 

로는 양조장이 체험 시설이자 카페 판매장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 지역의 , . 

소상공인들이 생산하는 특산품 같은 것들도 비치해서 같이 알릴 수 있는 기회의 공

간으로 만드는 것이 차 목표입니다 응답자 1 . [ B]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코로나가 지나가면 관광객들의 투어를 많이 유치하고 싶“

어요 사실 마트에서 사 먹는 것 보다 직접 방문한다면 단골 고객으로 만드는데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답자 . .” [ A]

운영주체들의 노령화와 겸업(3) 

한산 소곡주를 지역 산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고

자 하는 지자체의 지원과 개별 양조장들의 혁신으로 인해 한산 소곡주 생산지

역은 한층 더 관광지로서의 발돋움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산 양조장들을 .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생산 판매 이외의 새로운 , 

활동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개별적 양조장들마다 이전부터 고정적인 수요층들이 존재하였기 때문

에 수요층을 늘려 소득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자 하는 양조장들이 많

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노령화 뿐 아니라 다. 

른 일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시도를 위한 . 

시설의 확충이나 지원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생산량과 판매량이 많지 않은 양조장의 경우 추석과 설에 판매가 집중

되는데 그를 위해서만 일년에 두 차례 소곡주를 빚고 그 외의 시간에는 생, , 

산 판매업이 아닌 다른 일에 전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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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욕심이 많이 없으세요 이만 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 . ‘ ’ 

으시고 사업자를 내는 것만 해도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정말 시간도 많이 들어. 

가고 어렵거든요 그 과정 자체가 특히나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 , 

차 산업화나 공간 개선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6 .” 

응답자 [ D]

여기는 특히 시골이니까 귀농을 하는 사람들도 노후에 그냥 편안하게 그렇다고 “ , 

일이 전혀 없는 것 보다는 일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거고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지 많이 그런걸 하지 누가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 

아 긴박함도 있어야 하고 절실함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어요 응답자 . .”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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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홍보 시설3. 

지역 관광 거점으로서의 역할(1) 

년 한산 소곡주 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은 한산 소곡주를 양성화 하여 2017 6

지역 산업화한 것에서 더 나아가 서천군의 지역 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사업의 가장 큰 결과물은 소곡주 갤러리인데 한산면 . , 5

일 장터 옆에 설립된 소곡주 갤러리는 한산 소곡주에 대한 전시와 홍보를 통

해 방문객들에게 한산 소곡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 내의 모든 

양조장들의 술을 시음하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조성

되었고 실제로 서천군의 인근 관광지와 연계되어 이 일대를 지나가며 방문하, 

는 관광객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곡주 갤러리는 방문객들에 대한 응대 뿐 아니라 마케팅과 홍보를 위해 각

종 행사에 양조장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sns 

를 통해 한산 소곡주를 알리고 소곡주 갤러리가 서천의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한 갤러리를 운영하며 한산 소곡주를 . 

활용한 새로운 상품의 출시와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등 새로운 시도와 계획

을 마련하는 등 생산자는 아니지만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양조장의 경우 생산과 판매에 주력하고 마케팅과 , 

홍보를 위한 시도는 어렵기 때문에 한산 소곡주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갤러리

의 노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술의 전체적인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발전해 가는 전문적 운영 방식은 한산 소곡. 

주를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도, 

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개별적인 양조장의 경우 영세하고 자신들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 , 

문에 현재 갤러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앞장서서 할 만한 사람이 없겠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갤러리를 조합에서 운영하게 되었을 때 현재 회사가 . 

아닌 조합에서 운영하게 될 경우 관리와 운영 또한 양조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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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텐데 이미 다들 충분히 바쁘기 때문에 누가 맡아서 하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

었습니다 응답자 .” [ D]

저희는 일 최대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때도“ 365 . 

요 군에서 만들어준 홈페이지도 있는데 저희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훨. ... . 

씬 더 보기 좋아요 항상 손님들이 오면 프로그램을 체험하시지 않는 이상 분 . ... 10

이상 머무르시지를 않아요 그게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좀 더 머무를 . .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에요 저기 있는 탭바 술이 나오는 기계 도 공모 사. ( )

업으로 받아온 겁니다 응답자 .” [ I]

지역 내 양조장과의 갈등(2) 

거점 홍보 전시 시설을 둘러싼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과 한산 소곡주 생산조

합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곡주 갤러리는 위탁 운영.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과 각각의 양조장들로부터 납

품받은 한산 소곡주의 판매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며 운영되고 있다 이 과. 

정에서 소곡주 갤러리측에서 요구하는 수수료가 높아 굳이 납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양조장이 존재하였다.

외지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아닌 한산 소곡주 생산 조합이 한산 소곡주를 알

리고 홍보하는 것에 대한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특. 

히 조합의 경우 공동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비 

이외에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만들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곡주 갤러리의 . 

운영을 통해 조합의 수익을 창출하여 단합력을 높이고 생산자가 직접적인 운, 

영을 통하여 한산 소곡주에 대한 정보 전달과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의 전문성

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14)을 들을 수 있었다.

소곡주 갤러리가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의 관광 거점이 되어 지역 내 다른 

양조장으로의 유입을 막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이는 지역 . 

내에 있는 다양한 한산 소곡주를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소곡주 갤러리의 

14) 조사 당시 소곡주 갤러리를 운영하는 법인의 구성원들은 한산 소곡주의 생산 면허 

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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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과 쾌적하고 넓은 체험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

진다 방문객의 직접적인 지역 양조장과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 전시. , 

를 담당하는 소곡주 갤러리가 한산면 시가지가 아닌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 

위치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조합에서는 큰 맘 먹고 나가보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 .15)아니 그래도 조합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운영도 되고 활성화도 되든가 말든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래도 생산자 조합인데 미비했어도 일단은 맡겨 주고 경과를 지켜 봤어야지 조합에, . 

서 운영을 할 경우 지금처럼 일부가 아닌 모든 한산 소곡주 생산 양조장들의 술을 

비치할 수 있고 또 수수료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어요 체험객이 있으면 , . ... 

우리 조합원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숙성 창고와 설비까지. 

도 갖추고 있으니까 응답자 .” [ C]

소곡주 갤러리에서는 판매를 많이 하는데 유통하는 사람이 마진이 더 좋더라고“ , 

요 저희는 갤러리로는 납품을 안하고 있어요 마진률이 너무 높아서 남는게 없을 . ... .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러리에 납품하지 않고 개개인이 파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배. . 

달도 해야하고 직접 파는 것에 비해 수익률도 좋지 않고 시음주도 따로 줘야해요, . 

아무래도 그래서 조합과는 관계가 더 좋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응답자 ... . [

H]

15) 년 월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곡주 갤러리의 운영권을 두고 한산 소곡주  .2021 11

영농조합법인과 소곡주 갤러리를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가온누리 사이의 경쟁이 있었

다 결과는 이미 운영하고 있던 법인이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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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간 및 인근 관광 자원과의 연계4. 

인근 관광지 지역 편의시설과의 연계(1) ,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에게서 지역 관광의 활성화가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지역 관광지들과 연계되어 관광 코스화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방문객들의 유입이 가장 많은 소곡주 갤러리. 

의 경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체험관의 운영에 대한 견학을 오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인근 관광지를 갔다가 지나가는 길에 방문하는 비율

이 높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소곡주 갤러리에서는 블로그를 통한 광고를 만. 

들 때 인근의 유명 관광지들과 식당들을 검색했을 때 함께 소곡주 갤러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전략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찾아가는 양조장 으로 선정된 한산 소곡주 의 방문객들 또한 군‘ ’ ‘ ’

에서 시행하는 시티투어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관광 상품의 코스에 포함되어 , 

많은 방문객들이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단체 방문객들을 대상. 

으로 한 관광 코스로 지정이 되면 한산면 내에 운영할 수 있는 숙박 시설들, 

과 연계되어 체류형 관광으로 이루어 질 때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시가지 내에 위치한 편의시설과 공간들 또한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었다 특히 한산 소곡주 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소곡주 갤러. 6

리와 함께 건설된 테마 거리가 조성되었으며 소곡주 갤러리와 인접하여 위치

한 한산 전통시장과 모시장터 또한 축제와 장날에 활용되고 있었다.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이나 풍경 자연환경들이 다 연계가 되어야 관광 활성화를 ” ,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한산 모시관 신성리 갈대밭 문헌서원. , , 

과 같은 관광 명소 뿐 아니라 서천의 해양 환경 또한 서천군의 관광적인 측면에 있

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마다 있는 동백꽃 쭈꾸미 모시 문화재와 . , , 

같은 축제들도 서천군의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겠. 

다는 생각으로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서해 금빛열차 군의 시티투어에 이 곳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건의도 하고있어요 오시면 한산 소곡주에 대한 설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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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체험활동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 .“ [ A]

작은 규모의 방문객 유입(2) 

음식점의 경우 한산 소곡주를 판매하고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장소를  , 

찾기 어려웠다는 방문객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한산 소곡, 

주 생산지역과 인근에는 다양한 관광지들이 존재하고 시가지 내 방문객들을 , 

위한 시설들이 위치 하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에는 방문객들의 유입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곡주 판매에 있어. 

서는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많이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식당으로의 유통이 

어려움이 있었다.

시가지 내에 있는 테마 거리 또한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유치하여 한산 소곡주와 관련된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어야겠다는 본래의 취지

와는 다르게 단순히 거리와 접해있는 가게들의 간판만 갈아주고 보도블록을 , 

놓는데 그치는 등 경관만을 개선했다는 지적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유통하시는 분들의 말로는 한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천군 한산면의 식당들“ 10 , 

에 소곡주가 유통되었다고 해요 유통을 하고 판매를 했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 , , 

소주와 맥주에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충청남도 특히 서천에 사는 사람들은 소곡주. , 

를 잘 먹지 않거든요 식당들이 방문객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방문. , 

객들이 많지도 않아서 점점 없어졌다고 해요 응답자 .” [ D]

이 지역의 주민들은 농사일이 생업이에요 식당이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 . 

설에 손님들이 꾸준하게 올 것 같으면 활성화가 되지 근데 이게 손님들이 맨날 오. 

는게 아니라 대부분 기존 고객들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든요 그래서 한산 . 

소곡주의 인지도에 비해 막상 이 지역은 썰렁한 거지 서천군 시내정도면 모를까 한. 

산면은 그런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고 봐요 응답자 .”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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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종합 분석3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의 발전 과제1. 

인지도 확대 및 주질의 향상(1)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전통

주의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세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다른 주종의 생산 판, , 

매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작다16) 특히 약주의 경우에는 증류주 탁주에 비해 . , 

더욱 인지도가 낮고 보관의 한계로 인해 규모의 확대가 더욱 어렵다 한산 , . 

소곡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스토리텔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대중적인 인지도가 부족하고 제사 차례 때 청주의 대용으로 , , 

쓰이곤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와 더불어 한산 소곡주를 생산하는 양조장들은 영세한 규모로 인해 안정

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고 품질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실험실, . 

의 경우 한산 소곡주 만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속적인 실험을 통한 ‘ ’ , 

데이터의 표준화와 모니터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산

되는 주류의 품질 관리가 가능하고 피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실험과 그를 . 

위한 설비를 갖추는 것은 투자비용과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세한 양조

장에서 실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한산 소곡주의 낮은 인지도와 한정적인 수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판로의 개척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 기존에 전통주. 

는 지자체 및 전국구 단위에서의 술 품평회 공식 석상에서의 만찬주 채택 등, 

의 방식을 통해 브랜드를 알리고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인 방식이 아닌 전통주에 대한 잠재적 수요 계층 대상으로 하는 표적 마케팅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존에 한산 소곡주에 대한 홍보 전시의 기능을 하는 소곡주 갤러리와 같, 

1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주류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년 기준 전체 주 , 2019

류의 시장규모는 약 억원에 해당하지만 전통주의 시장규모는 전체의 약 에 90,394 , 5%

해당하는 억원 이었다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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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설을 대도시 공항과 같이 사람들에게 잘 노출되고 알려지기 쉬운 위치, 

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 시설을 단순히 한산면에서 운영하는 것. 

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의견 또한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의 구성 주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생산자들이 홍보와 판매를 위한 또 다른 노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여겨

진다.

합리적 거버넌스의 구축(2) 

한산 소곡주는 한산모시와 더불어 서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형문

화유산이다 한산 소곡주가 가지고 있는 지역성을 바탕으로 지역에서의 산업. 

화에 성공을 거두었고 가양주를 기반으로 한 밀주를 빚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개개인의 제품을 생산하. 

고 판매하며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결하지 못하고 

일부 영역에서의 도움만 받을 뿐 판매 홍보 관광적 측면에서의 활성화를 이, , 

루지 못하였다.

생산자 조합과 소곡주 갤러리의 운영 법인과의 갈등 또한 지역 산업으로서

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 소곡주 갤러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중간지. 

원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한 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다소 신뢰를 잃은 모습이었으며 그로 인해 초기의 취지와 다르게 지역에서 생

산되는 모든 한산 소곡주에 대한 판매와 시음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

다. 

지역 내 양조장들의 적극적인 단결과 소곡주 갤러리 운영 법인과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자 조합에서 더 나아간 확장된 형태의 조합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새롭게 구축되는 형태의 거버넌스에서는 판매를 . 

할 수 있는 경로의 단일화를 유도하여 인터넷과 를 활용한 판매와 마케팅sns

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하고 노령화된 양조장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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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산자가 아닌 소곡주 갤러리 시설의 전문 경영과 대외적인 홍보를 위한 

인력을 구성한다면 운영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으며 

경영 홍보를 위한 구성원들 또한 위탁 운영 방식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극복, 

하고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젊은층의 유입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3) 

한산 소곡주 생산 양조장들은 년대부터 시작하여 가내 수공업 형식으로 2010

생산하던 밀주를 산업화하여 현대적인 기준에 맞추어 생산 판매하고 있다, . 

그러나 산업이 양성화되었을 때와 다르게 대다수의 양조장 운영자들은 노령화

되어 소규모 생산 판매 활동만을 하는 소극적 운영을 하고 있다 도시로부터 , . 

귀촌하여 가업을 이어받아 양조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보다 적극

적으로 활동하고 산업의 확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양조장은 , 

드물었다.

아직 성장세에 있지만 점차 포화되고 있는 전통주 시장의 흐름에 휩싸이지 ,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한산 소곡주 산업으로 젊은 층의 유

입이 필요하다 위에서 활성화 과제로 제시한 합리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한산 . 

소곡주의 인지도 및 주질의 향상은 새롭고 동기가 부여된 인력들에 의해 이루

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산업화된 소곡주의 계승과 발전의 수단으로 한산 소곡주에 대한 체계

적인 이해와 제조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한 창업 교육 프로

그램의 제공이 있을 수 있다 전통주 창업 교육 기관을 매개로 하여 학생들과 . 

현재 한산 소곡주의 운영자들을 연결시켜주고 전통주 창업에 필요한 주류, , 

마케팅 세무 회계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공적으로 청년들을 안착시킬 수 , , 

있다면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이 생겨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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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5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 양조장들의 속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광 

자원으로서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밀집형 양조. ‘

장 의 대표적인 사례인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일대에 위치하는 한산 소곡’

주 생산지역에 대한 현황과 지역 산업화 과정 활성화 요인과 향후 발전 과제, 

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역 양조장들에 대한 정의와 유형화를 위한 자체적인 속, 

성과 외부적인 속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양조장에 대한 

유형화를 진행하고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유형은 총 가지로 지역 유, . 6 , ‘

산형 시가지 거점 활용형 광역 거점형 밀집형 브루어리’, ‘ ’, ‘ ’, ‘ ’, ‘

형 와이너리형 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그 중 밀집형 양조장 에 해당’, ‘ . ‘ ’

하는 서천군 한산면 일대의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은 가양주 문화를 바탕으로 

한 밀주를 양성화 하여 지역 산업화를 이룬 사례이다 한산 소곡주 산업을 바. 

탕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공공적인 측면에서의 지원과 개별적

인 양조장들의 혁신과 전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의 양성화 과정과 구성 주체들에 대한 현황과 ,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성 주체는 지역 양조장들 동자북마을 소곡주 갤. , , 

러리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특색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관광에 기여하고 

있었다 총 개에 달하는 지역 양조장은 가장 빠르게 사업화를 시작한 한. 68 ‘

산 소곡주 와 그 외 양조장으로 구성되었는데 한산 소곡주라는 하나의 술을 ’ , 

생산하지만 각각의 양조장들이 생산하는 술의 특색과 입지 유형과 공간 특성, 

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동자북마을은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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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약 년이 경과한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었다 동자북 마을은 한산 소곡10 . 

주와 함께 여러 무형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체험 마을에 선정되었다 활발히 . 

활동했던 초기와 달리 주민들이 노령화되고 코로나 로 인한 운영 방식에 , 19

따른 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한산 소곡주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

고 있었고 전국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한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도 수, 

익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소곡주 갤러리는 지역 관광 거점으로서 . 

한산 소곡주에 대한 소개와 판매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시관이다 현재 , . 

운영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곡주 갤러리는 지역 양조장들과 함께  지

역 관광 활성화와 홍보에서도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셋째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의 활성화 요인과 발전 과제에 대해 도출하였다, . 

활성화 요인으로는 조합식 운영을 통한 지역 산업화 지역 양조장들의 ‘ ’, ‘

혁신 거점 홍보 시설 마을 공간 및 인근 관광 자원과의 연계 가 ’, ‘ ’, ‘ ’

있었다 각각의 활성화 요인들 안에는 발전을 위한 과제 또한 남아있었다 특. . 

히 거점 홍보 시설 의 경우 판매와 홍보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 ’

있었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점에서 생산자 조합간, 

의 갈등이 있었으며 시설의 운영권을 둔 경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 . 

후 발전 과제로는 인지도 확대 및 주질의 향상 합리적 거버넌스의 구‘ ’, ‘

축 젊은 층의 유입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 를 제시하였다 특히 젊은 ’, ‘ ’ . ‘

층의 유입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 는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차례 들을 ’

수 있었던 것으로 앞으로 더욱 노령화되고 소멸을 앞둔 농촌 마을과 지역 산, 

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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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연구의 한계2

본 연구는 지역 양조장을 자체적인 속성인 생산 주종과 운영 공간의 복합

화 외부적인 속성인 입지 유형과 운영 형태로 구분하여 유형화를 진행하였, 

다 유형화 이후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양조장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고찰을 . 

통해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양조장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심층적, 

인 사례로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일대를 중심으로 활성화 요인과 발전 과제

를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한 밀집형 양조장 과는 특성이 다른 ‘ ’

여러 지역 양조장들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 

외래주가 아닌 전통주를 생산하는 지역 양조장의 경우 관광을 위한 공간의 개

선과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작된지 오래 되지 않아 와이너리 관광과 같이 프로

그램이 고도화되기 위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산 소곡주 생산지역의 구성 주체들에 대한 정성적 연

구를 진행하였기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만족도와 의견

을 담을 수 없었다 방문객들의 방문 동기와 만족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함. 

께 이루어 진다면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관광의 가치와 보다 구체, 

적인 활성화 요인 발전 과제에 대해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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