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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이 펜션이라는 새로운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발 

전을 수행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포천군을 사례로 하여 첫째， 이 지역의 특성과 관 

광산업현황을 살펴보아， 둘째， 펜션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달， 지역이미지 제고 둥에 기여함으로써 하나의 관광자 

원으로 기농하는 경로를 분석하고， 셋째，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장소마케팅 전략의 한 수단으 

로펜션을활용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펜션은대표적인현대의숙박시설중하나로발전할만한잠재력을지니고있다. 

그러나 펜션이 장기적 경쟁력을 지니고 생존하려면 독창적인 테마를 갖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펜션의 역기능을 경계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으로， 지역발전을 룹는 관광자원으로서 펜션을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펜션， 숙박， 농어촌개발， 장소마케팅， 관광산업 

Abstract : This study set its target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tourism and development of region 

through the uti1ization of “Pensions" as a new fonn of accommodation. In detail, using the example of Po-Chun 

Gun, Gyung-Ki Province, frrstly ,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and its tourism industry status. 

Secondly, we analyzed how Pensions could function as a beneficial tourism resource by collaborating with the 

region' s economic revitalization, promotion of the region' s culture, and the improvement of the region' s 

image. Thirdly , based on this experimental study, ways to utilize the pensions as a place marketing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side are suggested. Pensions can be developed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modem accommodations. However, for Pensions to be competitive in the long-tenn, they have to rebom as 

cultural places with innovative themes. From the region' s point of view, the negative side effects of pensions 

have to be guarded against and attention must be given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regions will have to concentrate on the Pensions and p따ticipate in developing the Pensions as a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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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that contributes towards regional development. 

Key words : Pension, Accommodation, Development of the Countryside, Place Marketing, Tourism Industry 

1. 서론 

U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최근 우리나라에도 ‘펜션’ 이라는 숙박시설이 

동장했다. 펜션에 대한 정의는 분분하며 법제화 된 

개념1) 역시 허술하다. 

그러나 펜션은 가족여행에서 선호되는 숙박시설 

로 발전하며 농어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자원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반산업 부진으로 고전하는 우리 농어촌은 농 

업 및 어엽의 현대화나 특화를 모색하고， 공업과 

서비스업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관광은 21세기 농 

어촌경제회복의 화두가 되어 여러 지역이 주요사 

업으로 꼽는다. 경기도 포천군도2)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포천” 이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관광산업육 

성을 ‘8대 중점시책’ 의 하나로 채택했다. 

이 연구에서는 포천이 숙박관광지로 발전하는데 

펜션이 기여함을 밝히고 그 경로를 살펴본 후， 이 

경험적 연구결과가 농어촌 생존전략에 적용되는 

지 여부를타진하여，각지역이 펜션을개발하도록 

제안하파 한다.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우리나라에 펜션이 대두된과정을밝힌다. 

1)펜션의 정의와그 역사적 · 지역적 동장배경은 

무엇인가? 2)우리나라에 최근 펜션이 동장한 이유 

는무엇인가? 

둘째，사례지역 특성 및 관광산업현황을살핀다. 

1)포천의 자연 및 인문지리적 특성은 무엇인가? 2) 

포천의 관광여건， 관광자원 및 지자체의 관광산업 

육성전략은어떠한가? 

셋째， 사례지역 펜션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을 밝힌다.1)포천 펜션의 현황은 어떠한가? 

2)펜션은 지 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발달에 일조하는 

가? 3)펜션은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가? 4)포천 

펜션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전망은 어떠한가? 

넷째， 펜션이 농어촌 관광전략 아이댐으로 기능 

할지 여부를타진한다.1)펜션의 잠재력과가능성， 

역기능과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2)펜션은 대표 

적인 숙박형태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정착한 

다면， 그 근거와 선결요건은 무엇인가? 3)이 연구 

의 의미와 향후 연구과제는 무엇인가? 

Tuan은 “세심한 관심을 통하여 얻게 된 이해를 

반영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켄트주의 한적한 호프 

농장， 남부독일의 신선한 공기， 세잔느의 남프랑스 

전원 풍경처럼， 어느 장소의 색채， 향기， 분위기를 

실제로 마주하여， 우리가 관심을 둔 주제가 담고 

있는 이야기를 온몸으로 느껴 보아야 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장소와 장소의 특성에 대한 지리학을 

배우고， 이에 대해 쓰고 싶은 열정을 갖게 된다" 3) 

고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7조’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제10조~제16조’ 를 참조하시오. 
2) 2003년 7월 18일 포천시 설치에 대한 법률안이 공포되어 10월 19일로 시숭격일이 확정되었다. 
3) Tuan, Y. , 1961 , “Topophilia: or, sudden encounter with the landscape" ,Landscapell , 29-32. 

-74-



A 

/~ 아 

“--

地理學論훌훌 저144호 (2004.9) 

‘느‘←←짧얘 

〈그림-1) 연구지역의 위치도 

이는 ‘답사와 체험을 통한 지역이해’라는 지리 

학의 고전적 명제를 일깨운다. 

이런자세로장소를 연구한후，그 연구를지역에 

대한 제언으로 건네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면， 지리학은 현실과 유리되지 않고 생생 

하게 숨쉬는 학문으로서의 위치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답사를 통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 

고장소와그특성에 접근함으로써 보다선명한지 

역이해에 도달하고， 결국 삶과 사람에 대한 보다 

깊고 따스한 통찰력을 갖게 되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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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지역 

사례지역은 경기도의 포천군으로 선정하였다. 

포천은 선사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역사의 질곡을 

겪으며 조선시대에는 현감이 파견되는 행정상의 

지위를 점했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군사적 요지가 

되었다. 수려한 경관과 맛있는 먹거리를 갖춘 온천 

지역이지만， 접경지역과 군대주둔지의 이미지가 

주민과 외지인의 마음에 각인되어， 아름답고 역사 

적인관광지로보다는，잠시 들러 먹거리를즐기고 

가는 향락적이고 건조한 유홍지로 치부되곤 한다. 



새로운 축박시설로서 펜션과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 

그러나 남북 간의 긴장완화에 따라 그 입지적 이 

점으로 발언권을 강화하고， 통일 후에는 교통요지 

및 관광중섬지로 성장할만한 잠재력을 보인다. 포 

천은 펜션을 통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본 연 

구의 주제에 적합한다음과같은요인들을갖추고 

있다.1)포천은 빼어난 경관， 음식문화， 온천으로 

인하여 관광산업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2)포천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때문에 수도권 근교 

의 대표적인 숙박관광지로 성장할만한 잠재력을 

갖추었다. 3)포천 펜션은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 

한 펜션의 보편적 인 특성을 관찰하기에 적당하다. 

4)포천 펜션은 그 군집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 펜 

션과의 차별적인 특성을관찰할수 있다. 또한 펜 

션 정착과정을 지역 전반에 걸쳐서 추적하고 파악 

하기에용이하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사용했다. 

1)이론적 체계를 위해 지역개발론， 장소마케팅론， 

관광산업개발론풍의 선행연구를중심으로문헌연 

구를 실시하였다. 2)관광， 숙박， 펜션 둥 개념에 대 

한 지리학적 연구 성과가 반영되는 범주설정을 위 

하여 문헌분석과 면담을 통한 예비조사를 실시하 

였다. 3)이론 고찰과 예비조사에서 제시된 연구목 

적 달성을 위해 5회에 걸친 현지답사와 655명4)에 

대한 설문조사 및 92명과의 인터뷰를 통한 실중조 

사를 실시하였다. 4)연구결과를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근거한 포천 펜션의 문 

제점과 전망을 살펴보았다.5)경험적 연구결과를 기 

초로 우리 펜션 전반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다.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관광산업을 통한 지 역 개발의 문화전략 

(1) 장소마케팅전략과 지역개발 

장소마케팅이란 어느 장소를 관리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추구하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활동 전반 

을 포함하고 함축하는 현상으로서， 공적 및 사적 

주체(주로 지방정부 및 지방기업가)가 외부기업가 

와 관광객， 심지어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 장소가 

매력적인곳이 되도록하기 위해，지리적으로규정 

된 특정한 장소의 이미지를 판매하려는 다각도의 

노력을 의미한다(Philo & Kearns , 1993: 2). 

1970년대 이후 진행된 자본주의 경제체제 재편 

과정은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관심사를 

양산해냈고， ‘문화’ 는 최고의 화두가 되었다.1990 

년대 이후 가속화 된 세계화 및 지방화는 지역간의 

공간상 역학관계를 새로 정립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생존 및 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재인식되 

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통합의 달성을 위한 문 

화전략이 부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은 것이 

‘장소마케팅’ 전략으로，이에따르면장소를차별 

화하여 상품화하고 마침내 판매한다(이무용， 

1977: 197). 

장소마케팅은 지역을 포함한 모든 장소를 경영 

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운화， 역사， 자본 둥과 도시 

를 경제라는 테두리 속에 결합시킨다. 지 역은 상품 

4) 포천의 펜션업주 24명， 관광업주 34명， 요식업주 37명， 온천업주 4명， 지역주민 254명， 포천펜션이용객 239명， 포천 외 수도권 거 
주자 63명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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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홍보는 상품판촉이， 지역개발주체는 판매 

처가 된다. 지 역은 상품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 

해 경관변화와 공간재정비를 실행하며， 이는 지역 

발전， 주민의 소득과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결실로 

그 의미를 확인 받는다5) 

그러나 G. Keams와 C. Philo가 장소마케팅이 문 

화와 역사를 자본과 결합시키는 것에 대하여 비판 

하며， 이러한 결합 안에서는 지역문화 및 역사가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통제를 위한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사용됨을 경고하듯이(Keams ， G. & P뻐0， 

C. , 1993: 1값)， 장소마케팅이 지 역과 장소의 고유 

성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서구 자본주의의 경제적 

논리에종속되어온측면도있다. 

(2) 지역문호}와 관광산업 

1) 지역문화의 발굴 및 재창조 

관광은 관광객의 거주지역과 방분지역 간의 사 

회 · 문화적 상호작용을 유발하여， 문화교류， 새로 

운사고의 도입，다양성 수용의 훈련，문화의 이해 

둥 긍정적 효과와 문화의 지나친 상업화， 전통가치 

관의 혼란， 미풍양속의 파괴 퉁 부정적 효과를 수 

반한다. 휴가여행의 경우에는 보다 장기적으로 여 

행지에 체류하고，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욕구와 새 

로운 환경 · 경관 · 사람에 대한 욕구가 그 동기가 

된다. 문화여행의 경우에는 문화적 표현을 지향하 

며， 낯선 지역 ·생활양식 ·전통·관습에 대한 체 

험 , 박물관 견학， 연주회 참석 둥이 포함된다. 문화 

여행의 목적은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 

에， 전통문화 발굴과 보존 못지않게， 각 시대의 문 

화적 조류를 파악하고 새로운 아이탱을 개발하는 

것이 지역의 과제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문화가 발 

地理學論賣 저144호 (2004. 9) 

견되고보존되며 나아가 재창조된다. 

2) 지역문화의 상품화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보전하며 재창조하는 기능 

뿐 아니라 이렇게 보존하고 재창조한 지역문화를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기능 역시 관광산업에 포함 

된다.광의의 의미로는우리가사회에서 태어나생 

활하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체험한 모든 일과 

모든 대상이 문화 및 그 파생물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협의의 의미에서 문화란 학문 · 예술 · 도덕 

동 인간의 내적 정신활동의 소산이며，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는 문화를 ‘생활양식’ 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역문화란 인간 내적인 정신활동의 산 

물이며，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지역에 소속 내지 위 

치하는 산물과 고유의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다. 

경제력이 생존의 요소가 된 오늘날， 지역은 수익 

창출의 대상으로 문화를 바라보며， 상품생산과 신 

상품개발의 입장에서 문화의 발굴과 재창조에 힘 

쓴다. 그리고 관광은 지역에서 생산된 문화상품을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통로를 마련한다. 관광객은 

관광지에 머무는동안문화를구매하여 소비한다. 

유적답사， 먹거리， 기념품 퉁 관광객이 구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문화가 포함되어 있다. 

3) 지역이미지 제고 

지역은 관광산업발전을 도모하는 필수과정으로 

매력적 이미지 창출에 힘을 쏟는다. 다른 상품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지역을 상품화했을 경우， 

이미지가 구매의욕을 좌우하며 그 인지도의 높고 

낮음 역시 중요하다. 고객의 o}음에 숨겨진 신기루 

같은 이미지도 오늘날에는 과학적 관찰 및 실험， 

5) 이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김숙진(1999) ， 허문명(1998) ， 黃淳九(2001) 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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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증을 거쳐서 생산되는 산물이다. 지 역 및 

주민이 긍정적인 이미지 생산에 주의를 기울이며 

창의적 계획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 런 활동이 관광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 

한다. 또한 이런 각고의 노력을 통해 육성한 관광 

산업과 지역으로 끌어들인 관광객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이미지를 한 단계 

높여주는 자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피드백 효과가반복될수록지역은점점 더 매력적 

인 곳으로 변화하면서 방문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지역의 이미지 또한보다긍정적인모습으로의 변 

모를거듭하게된다. 

2) 관광산업과 숙박문화 

(1) 서구 관광산업의 발전과 숙박문화의 개발 

고대그리스에서 스포츠 및 요양 관광이 나타난 

후， 고대로마에서 종교， 식도락， 예술감상 둥 관광 

목적이 다양해졌다. 당시 숙박시설은 개조된 민가 

였으나， 관광이 활발한 곳에서는 여관형태인 맨션 

(mansion)이 출현했다. 중세의 관광은 성지순례가 

주를 이루고 수도원이 숙소로 이용되다가， 1400년 

경 문헌상 최초의 숙박시설인 인(Inn)Ol 나타났다. 

르네상스시대는 귀족자제의 체험여행인 ‘그랜드 

투어(Grand Tour)’ 가 발달했다. 15세기에 이르러 

숙박산업은 본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였고， 1ι18 

세기 유럽의 각지에 여인숙이 생겨녔다. 근대에는 

기계문명발달， 부의 축적， 도시화 퉁이 수행되고， 

대중은 즐거웅과 호기심을 충족하는 여행에 주목 

했다.19세기말 대서양횡단 호화여객선이 생기고， 

그랜드호텔(grand hote1)6)로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호텔산업은 스타틀러상용호텔7) 개발로 미국에서 

융성했다. 1950년대 모텔이 동장했고 셀프서비스 

로 인해 요금이 저렴하여 서민층의 호웅을 얻었다. 

이처럼 관광과 더불어 변천을 거듭한 숙박문화 

는 가시적 결과물로 숙박시설을 고안해냈다. 사회 

기능적인 면에서는 모든 숙박시설이 시대나 장소 

에 관계없이 여행자의 체재를 돕는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규모나 운영 면에서는 많은 변화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모빌리지， 모터호텔， 

보우텔8) 둥 신개념 숙박시설이 속출하고 있다. 

(2) 우리나라 관광숙박시설의 변천 

문헌상 최초의 숙박시설은 댐국사기』 ‘문무왕 

편’ 에 기록된 ‘민박’ 으로 관리가 유숙했다고 기록 

되어 있다. 신라의 역관(購館)은 관리의 지방숙소 

였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신라방(新羅해) , 신라관 

(新羅館) , 신라원(新羅院)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역참제(購站制)가 발달했고 공설주막(公設酒幕) 

이 개설되어 선비의 숙식장소로 이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사신이나관리의 편의를돕기 위해 지방 

관가에 관(館)이 부설되었다. 또한 하급숙박시설 

인 원(院)이 설치되었나 점차 폐지되고 일반인을 

위한 사설여숙인 주막이 발달했다. 조선 말기에는 

객주가 번성했고 여관이 출현했다. 우리나라 최초 

의 호텔은 1889년 건립된 대불호텔이며 스타틀러 

방식을 도입한 최초 호텔은 1939년 개축한 구(舊) 

6) 철도회사의 부설 간이숙박시설에서 발전한 대규모 호텔로， 현대 고급호텔의 전통인 화려한 외관과 실내장식， 프랑스 요리와 식기 
및 비품， 직원유니폼， 서비스방식 둥은 프량스 왕족과 귀족의 생활양식을 상품화한 것이며 그랜드호텔에서 유래했다. 

7) 중산충고객이 원하는시설，서비스，가격 둥에 맞게 개발되어 단순화 및 표준화를통해 호텔경영과관리에 혁신을가져왔다. 
8) 모벌리지(Mov피age): 자동차 여행지를 위한 캠프장. 모터호텔(Motor Hotel): 모텔과 유사하나 보다 호화로운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우탤(B없tel): 미국에서 출현한 모터보트 숙박시설로 분위기가 클럽과 닮았다(http://klφ. com!hoteUenns (숙박용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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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호텔이다. 1978년에 증축한 쉐라톤워커힐은 

식당， 연회강 카지노 둥을 구비했다. 1970년대에 

는 호텔사업이 급성장하고 관광호텔둥급화제도가 

시행되었다. 1979년 개관한 호텔신라는 국제회의 

및 이벤트 개최를 위한 공간과 학술 및 문화행사장 

으로 활용되어 호텔이미지를 제고시켰다.1980년대 

정국불안과 불황으로 침체한 호텔산업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특1급 호텔들이 개관하고， 

외국 체인호텔들이 유치되며 중홍기를 맞이했다. 

콘도미니엄사업은 (주)한국콘도가 1980년 건설 

한 경주 보문단지 콘도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변화 

한우리숙박문화및숙박시설도실험적인형태를선 

보이며 급속히 증가하는수요에 부웅하고 있다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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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지역소득증대 

3) 분석틀 

地理學論훌훌 제44호 (2004.9)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관광자원이자 관광대상으 

로서의 펜션이 과연 지 역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가， 

만일 일조한다면 어떤 경로로 기 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 즉 펜션이 장소마케팅 전략에 부웅하여 

지 역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그 경제적 및 

문화적 기능을수행한후，지역경제 활성화와지역 

이미지 제고라는 효과를 창출하고， 마침내 지 역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동}는 과정을 밝혀본다. 이 

연구가 제안하는 펜션을 이용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발전 간의 이런 잠재적 수행과정을 

표현한분석틀은 〈그림-2)와같다. 

〈그림-2) 분석틀 

| 지역문화 밟훌 l 

| 지역문화 보존 | 

|지역문화 재창조| 

9) 서구 숙박산업의 역사와 우리나라 숙박산업의 역사에 대해서는 李東進( 1992: 80-89), 李光熙 · 金香子(2000: 9-22), 한숭엽 외 
(2000: 63-69; 271-279) 퉁올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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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숙박시설로서의 펜션 

U 펜션의 정의 

펜션(Pension)의 어원은 연금(年金)인데， 유럽의 

연금생활자들이 숙박업을 운영한 데서 유래했다. 

펜션은 “유럽에서 발생된 하숙식 여인숙으로 저 

렴한 장기체재형의 숙박시설로 조식이 제공되며 

소규모객실을 보유하고 제한된 서비스만 제공한 

다(http://klcp . com!hotel_terrns/)."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유럽의 펜션을자기 지역과시대에 맞추어 

변형시킨 일본 펜션을， 다시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한 한국 펜션에는 맞지 않다. 

펜션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고， ‘제주도개발특별 

법 37조’ 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10조-16 

조’ 의 법조항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참조할 

뿐이다만 하지만 합의가 되어가는 펜션의 특성이 

몇가지 있는데，1)전원에 위치한소규모의 고급민 

박， 2)자연친화적인 레저 및 휴양숙박시설， 3)퇴직 

자를주축으로한가족경영형태 등이다. 

(1) 전원에 위치한 소규모 고급민박 

펜션은 전원 속에 입지한다는 점에서 전원주택， 

콘도， 민박과 유사하지만， 이들과는 분명하게 차별 

화 된 특성을 지닌다. 우선，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이주 초기의 감동이 사라지면 한적함이 외로움으 

로， 해방감이 고립감으로 변동}는 경우가 많은데， 

펜션은 전원생활을 즐기면서도 외부와 단절되지 

않게 해준다. 게다가 전원주택은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반면， 펜션은 가족경제의 수입원이 된다. 

둘째， 펜션과 콘도는 둘 다 가족여행의 레저 및 

휴양숙박시설이다 그러나 콘도는 고액의 회원권 

을 구입한 이들이 공동명의로 소유하며 연간 30일 

씩 이용하는 숙소로， 일반인은 비싼사용료를 지불 

해야 하고， 객실 50실 이상의 대형시설로 규모가 

크고 소규모 관광지에는 입지하기 곤란하다. 반면 

펜션은 소형건물로ll) 회원권이 필요 없으며 소규 

모지역에 입지하여 지역의 문화와접목하기 쉽다. 

주인이 고객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펜션은 민박과 비슷하다. 그러나 

펜션은 객실마다 욕실과 취사시설이 있고， 자재와 

설비 및 서비스 둥에서 민박보다 고급스럽고， 민박 

은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차이가 심한 반면， 펜션은 

상대적으로 합리적 요금체계를 보인다. 또한 펜션 

은 외국인을 유치할만한 시설을 구비하고， 업주의 

외국어 구사능력에서도 민박보다 유리하다. 외국 

인은호텔보다저렴하고지역문화를체험할수 있 

어 펜션을 선호하는 편이다12) 

(2) 자연친화적인 레저 및 휴양 숙박시설 

펜션은 이용객으로 하여금 도시를 벗어나 자연 

을 벗 삼으며 낯선 지역의 정취를 호홉하도록 해 

준다. (주)렛츠고월드에서 2001년 744명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에서 ‘숙박지로 펜션을 택한 이유’ 

를 묻는 설문에 대하여 ‘자연과 접해서’ 라는 답을 

고른 웅답자가 47%로， ‘새로운 스타일이라서 

(33%)’ , ‘편안해서(16%)’ , ‘저 렴해서 (3%)’ , ‘기타 

(1%)’ 에 비해 큰 수치이다. 즉， 관광객은 펜션에서 

l이분양 가능한 제주도 펜션을 기준으로 펜션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설립형태나 분양여부와 무관 
하게， 펜션의 규모나 시설 둥의 요건을 논할 때에는 부득이하게 이 법조항에 규정된 사항을 최소한의 기준치로 적용하였다. 

11) 예를 들어 제주돼발특별법시행령 제11조’ 에서는 펜션의 건물 충수는 2층 이하로， 객실은 10실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12) 이런 사실은 연구자가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 체류 외국인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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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자연친화적인 경험을 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선호하는 펜션 건축양식’ 은 ‘목조주택’ 이 

85%, ‘스틸하우스’ 가 10%, ‘황토주택’ 이 5%여서 , 

펜션은 입지뿐만 아니라 건축양식에서도 자연에 

가까운 편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금생활자 및 가족 중심의 경영 
펜션은 우리나라에서도 대개 도시 출신의 연금 

생활자 내지는 퇴직자에 의해 운영된다. 펜션 설립 

자본이 일반적 퇴 직금 및 저축으로 감당할 수 있고 

전문운영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중년 혹은 노년의 

사업미경험자들도 펜션을 비교적 안심하고 선택 

하기 때문이다. 고객에게 아늑함과 가족적인 분위 

기를 제공해야 하는 펜션은 그 운영도 가족중심으 

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펜션 역시 가족， 특히 

부부 중심의 경영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많은 

펜션에서 청소나 정돈을 담당하는 도우미를 한 명 

정도 고용하는 추셰이며， 미식(美食)체험을 중요 

한 아이템의 하나로 선택한 일부 펜션에서는 전문 

요리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2) 펜션의 대두와 외국의 펜션 

(1) 유럽 

펜션은 중세의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둥지 

에서 처음 나타났다. 이들 남부유럽 지 역은 유럽을 

통 털어 휴양지로 가장 사량받는 곳으로， 대부분의 

유럽인이 늘 동경하는 따뭇한 기후와 강렬한 태양 

빛을 간직하고 있으며， 지중해 연안에는 아름답고 

地理學論훌훌 저144호 (2004.9) 

환상적인 바다를 소유하고 있다.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에 휴양이란 요소와 빼어난 경관을 중시하는 

펜션이 이 지역에서 시작되었을것이다. 이후펜션 

은 점차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프랑스에서는 

팡지옹(Pension) ， 독일에서는 가스트하우스 

(Gasthaus) 영국에서는 인(lnn) 동으로 불리우며 

정착하게되었다13) 

나중에는 유럽 외 대륙에서도 펜션 형태의 숙박 

업소를찾아볼수 있게 되었는데， 미국이나캐나 

다 둥 북아메리카지역에서는 B&B(bed and 

breakfast)라는 실용적 인 형 태로， 호주 및 뉴질랜드 

둥의 남반구에서는 보다 고급화 된 로지(lodge)의 

형태로변형되었다. 

(2) 일본 

@ 일본 펜션의 발달과정 

일본 최초의 펜션은 1970년 군마현의 쿠사쓰에 

들어섰고， 그 기본 틀이 유럽에서 넘어와 주택양식 

이나 운영 방식도 유럽식， 특히 많B 스타일을 따 

랐으나， 이후 고객들의 요구로 석식까지 제공하는 

1박2식 시스햄이 정착되었다. 현재 만 2천여 개인 

일본 펜션은14) 1980년대 의 불황기 에 발전했는데 , 

실직자들이 펜션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펜션발달 배경에는 전문부동산개발공급업자 

들이 있다. 1973년 펜션 시스템 개발회사(PSD: 

Pension System Development)는 펜션부지 확보에 

서부터 건물시공， 분양， 운영자교육， 융자알선에 

이르는총체적인사업을시작했다. 

일본은 전통 민박형태의 ‘민숙(民宿)’ 이 발달된 

13) 현재 유럽 전체에서 호텔의 총 객실수 보다 펜션의 총 객실수가 3배나 더 많을 정도로 펜션은 대중적인 숙박시설로 인식되어서 
사랑받고 있다(http://www.φ∞m.com!). 

14) 오늘날 일본 전체 농가수입의 6Qo/o 이상을 펜션 사업의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http://www. tφ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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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숙박시설로서 펜션과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 

나라이다.그러나기존민박과차별성을내세우며 덕분에 많은 외국관광객의 방문도 받고 있다 

서구식 고급민박이라는 이미지로 다가선 펜션은 (http://user.chollian.net/-attrait/trip6. htm , 

서구지향적인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폭발적 http://yund∞2. hihome.com/). 

으로성장하였다. 

@ 지역문화의 상품화와 펜션의 특성화 : 하꼬네를 

사례로 

일본에는 독특한 테마를 내세우며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펜션이 많이 있다. 일본 펜션의 개념은 

현재 국내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개념과 상당히 

비슷하다. 호텔보다는 이용료가 저렴하고 ‘민숙’ 

보다는 깔끔하면서도 가족적인 분위기를 보이며， 

대개 서양주택유형을 하고 시설내지 식사형태도 

서구적이다. 

현재 일본의 펜션이용충은 주로 가족단위여행객 

이다. 입지 여건상온천을비롯한관광지에 밀집된 

경향이 크지만 경관을 즐기는 숙소 의 개념보다는 

펜션 자체의 특성화가 강조되고， 지역특화상품의 

하나가 되었다. 요리를 특화시킨 펜션도 있고 장애 

인이나 노인 위주 시설을 갖춘 펜션도 었다. 그 중 

하꼬네(箱根)의 ‘컴포트 펜션’ 은 애완동물과 함 

께 묵을 수 있도록 꾸미고 있다(류재청， 2002: 64-

π). 하꼬네는 가나가와현 남서부에 위치한 국립 

공원지역으로 옹천휴양지로서 유명하며， 도쿄로 

부터 3시간 거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으 

로 펜션문화가 발달하였다. 하꼬네 펜션들은 도쿄 

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가족단위 주말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숙박시설로 특화되어서， 국제적인 명성 

과 그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려는 지 역 차원의 노력 

3) 한국 펜션의 등장 배경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제주도에 처음 펜션이 도입된 후 2000년 약 107R 

업체， 2001년 %여개 업체， 2002년 150여개 업체가 

펜션이라는 명칭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다15) 

그러나 본 연구에서 펜션전문가들 및 담당공무 

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정 집계한 것에 따르면 

2003년 전국적으로 적어도 300여개의 펜션이 운영 

중이며， 2005년에는 1에0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된다. 2002년 숙박산업에서 여관， 민박， 콘도 

동의 시장 점유율은 55%에 달했는데， 펜션은 이 

세 가지 숙박형태와 경쟁하며 그 대체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단순계산으로 헤아려보면， 펜션이 

이 시설들의 20% 정도를 대체할 경우， 2005년의 

시장규모가 1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http://www.tboom.com/) . 

(1) 관광환경의 변화 

현대사회에서는 여가시간 증대와 자동차보급률 

증가 둥에 힘입어 관광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증가 

했다. 레저와 휴양에 대한 관심이 늘어 관광유형도 

명승고적의 단체탐방은 줄고， 전원에서 휴양하며 

레저를 즐기는 관광문화가 출현했다. 단체문화의 

풍토가 약해지고 가족중심문화가 발달하였으며， 

15)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0월 전국 펜션은 1387ß , 경기도 펜션은 30개이며， 포천군에는 단 한 채의 펜션이 입지한 것 
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포천에만 해도 펜션올 자칭하는 곳。150여개에 이르고 본 연구에서 밝힌 기준으로 펜션이라 할만한 곳 
도약 24개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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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자유직업의 종사자가 늘어나고， 인터넷이 

확산되는 둥 개인과 소그룹중심문화가 정착되어， 

소란한 행락문화에서 건전한 여가문화로 변화한 

것이다. 이런관광형태변화와달라진소비자취향에 

부웅핸 레저 · 휴양관광시설이 펜션이다. 

또한 관광소매업체의 판매망을 통한 예약시스댐 

대신， 커미션 없는 인터넷판매가 활성화 되어， 관 

광산업과 인터넷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펜션은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 즉 고객은 인터넷 

을 이용하여 펜션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예약할 수 

있다. 

(2) 가족단위 관광의 발달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는 가족형태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시켰다. 통계청 01 2002년 실시한 

‘가·구소비실태조사’ 에 의하면 가구평균구성원수 

는 1996년 3.60명 에서 2001년 3.48명으로 줄었다. 

부부와 자녀 한두 명의 구성이 대표적 가족형태 

로 정착되어， 핵가족에 적합한 아이댐이 개발되고 

신상품이 쏟아져 나왔다. 관광산업 역시 가족단위 

수요의 상품에 주력하여 각종 소규모 리조트와 테 

마파크가 개발되었고 콘도는 이 과정의 산물이다. 

위의 ‘가구소비 실태조사’ 에 의하면 숭용차보유 

가구 비율은 2001년 54.3%로 1996년 대비 8.30/0가 

늘고， 이 또한가족단위여행을부추기는요인이다. 

펜션은 이런 관광환경변화로부터 파생된 상품으로 

핵가족문화를 전제로 한다. 한편， 주5일근무제의 

실시로 인한 주말여가의 확장은 관광산업의 수요 

중대와 직결되며， 특히 당일관광보다 많은 수익을 

보장하는 숙박관광을 촉진한다. 

이런 추세에서 확대되는 주말여가는 양적으로는 

가족숙박여행수요를 폭발시키고， 질적으로는 여 

름휴가기간에 몰린 숙박수요를 연중 분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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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정책의 변화 

2001년 7월 문화관광부의 ‘제2차 관광개발 기본 

계획’ 에 따르면 “민박이용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을 원하는 개별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관광지와 지역 

축제 동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며， 통합적인 숙박예약 이용서비스 

시스렘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농어촌 숙박시설 

재정비 및 개발을 촉진하고， 이런 정책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시설로서 펜션의 확산을 직 · 간접적 

으로 돕게 되었다.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에는 

“농어촌지 역의 자연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마을을 지정， 육성하고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그린 투어리즘과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시행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농어촌 

관광형태를 ‘당일관광’ 에서 ‘숙박관광’ 으로 발전 

시켜 관광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농어 

촌 소규모 관광단지와 개별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며， 전체 관광산업을 하나의 지역단위로 

통합하여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각 관광자원이 

상호 상승효과를 누리는 잠재적 능력을 배양하겠 

다는 취지이다. 펜션은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인 

하는 매력적인 숙박공간으로 정부의 이런 의도에 

부웅하며 농어촌에서 세를 넓혀나갈수 있을 것이다. 

4. 포천의 지역특성 및 관광자원 

1) 포천의 자연지리적 특성 

경기도 북동내륙지방에 위치한 포천군은 경기도 

전체의 8.1%인 약 826.64knf의 면적을 포함한다. 

광주산맥의 서편에 자리하며 대부분이 한탄강의 



새로운 숙박시설로서 펜션과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 

지류인 영평천 유역에 속한다. 포천군의 서쪽에는 

양주군， 남쪽에는 의정부시， 북쪽에는 연천군 및 강 

원도 철원군이 인접해 었다. 포천의 전체적 지세는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동북경계에는 국망봉， 홍성 

산， 불무산이 있고 서쪽은 보장산을 중심으로 구롱 

성 산지가 발달했다. 포천이 포함된 광주산맥의 대 

부분은 경기변성암복합체암석으로 구생되었다. 

광덕산과 운악산에서 발원한 하천들을 합쳐 서쪽 

으로흐르는 영평천은양문리에서 포천천을만나며， 

포천천은 북동쪽으로 흘러 한탄강으로 유입하고， 

한탄강은 포천 북부를 관류한다. 영평천 하구에는 

현무암이 역류하여 형성된 용암대지가 나타나며， 

축석령을 넘어 포천천 상류에는 경기북부화강암대 

의 침식분지인 포천분지가 펼쳐진다. 

2) 포천의 인문지리적 특성 

(1) 역사와 지명 

포천의 고인돌은 적어도 청동기시대부터 우리 

조상이 포천에 거주했음을 알려준다. 삼한시대에 

마한에 속한 포천은 한강과 가까워 삼국시대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 포천이 

백제와 고구려 영토일 때는 마홀군(馬忽那)이라 

불렸고， 신라 때는 견성군(堅城那) 혹은 청성(좁 

城)이라 했고， 고려 초기에 포주(抱州)라 불리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포천(抱川)이라는 오늘의 이름 

으로 불리게 되었다. 오성과 한음의 고향인 포천은 

일제식민지시대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민족운동과 관련된 유적지가 많으며， 한국전쟁 중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큰 희생을 치 렀다. 

(2) 교통과 촌락형성 

포천은 포천천 서안과 신읍리를 중심으로 발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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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이다. 조선 태종 13년(1413) 현감이 파견되고 

고종 32년(1895) 포천군으로 승격되었다. 

1914년 12면 88개리로 개편되었다. 한국전쟁 후 

침체되었으나 1979년 읍으로 승격하고 1990년대 

호국로가 확장되어 활기를 띠었다.2003년 9월 현 

재 포천군은 2개읍 11개면 274개리 993개반으로 구 

성되며，군청소재지는포천읍신홍리이다. 

포천의 교통로로는 43번 국도가 의정부를 거쳐 

포천을 지나 철원과 금강산으로， 47번 국도가 청량 

리에서 남양주， 퇴계원을 지나 포천을 통해 김화로 

이어진다. 서쪽으로 전독에， 동쪽으로춘천에 이르는 

37번국도와지방도로가있고철도는경원선이 있다. 

(3) 인구와 산업 

포천 인구는 2003년 3월말 현재 150 ，137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며， 공무원은 

“8명，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25명이다. 학교는 

대학교 3개， 고둥학교 6개， 중학교 127ß , 초등학교 

29개 퉁이며 전체학생수는 42 ，658명이다. 포천의 

기업체는 총 1 ，540업체로 총 23 ，819명을 고용하고 

있다. 

포천은 대륙성기후지역이며 연교차가 심하고 여 

름에 비가 많다. 기업적 축산업이 성하며， 한우생 

산지로유명하다. 

주요 농산물은 쌀과 보리이며， 과일로는 사과， 

배， 포도가 임산물로는잣， 버섯이 많이 생산된다. 

경기도 전체가 그렇듯 포천도 넓은 배후시장과 

편리한 교통 둥 근교농업발달요인을 갖추고，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겸업농가증가율과 겸업농가비 

율을 보인다. 지하자원으로 석회석 , 장석 , 철， 고령 

토， 남정석， 홍주석， 형석 둥이 있고， 칠성 · 영중 

금광석광산에서 금이 산출되며， 삼율리철광산에서 

연간 약 10만톤의 철광석이 채굴된다. 



(4) 지역문화 

포천은 전체 면적의 36.7%인 304.20k빠 군사보 

호구역이다. 한국전쟁 때 서울의 관문으로 양군의 

주력이 대결했고， 주민이 유격대로 활약하여 군사 

관련유물이 많다. 분단된 국토에서 포천은 여전히 

군사적 요충지대로 이는 지역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최근 남북화해조류가 형성되어，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 통일조국의 중심 포천”을 

내세우며 지역이미지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천은 먹거리가 유명하다. 이동갈비는 참나무 

숭을사용하여 맛이 있으며，포천막걸리의 독특한 

맛은 전통 제조공법에 기인한다고 한다. 영중면 파 

주골에서는 우리콩으로 만든 순두부를 특화상품 

으로 판매한다. 주요 토산품은 버섯과 인삼이다. 

포천버섯은 〈우리 농산물 식품대축제〉 에서 대통 

령상을 수상하였고， 느타리버섯은 경기도 최고생 

산량을 보인다. 포천의 900여 농가는 인삼을 재배 

하여 홍삼과 홍삼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포천에는 “일동제일유황온천”을 비롯， “일동사 

이판온천 “일동용암천 “일동하와이온천 “신 

북온천 “명덕웨스턴벨리온천” 둥이 있다. 포천을 

온천지 역으로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일동면 ‘일동 

온천지구’ 는 유황온천지 역으로 1개의 온천과 3개 

의 대형 욕장이 있다. 신북온천은 지하 ωOm에서 

용출된 중탄산나트륨천으로 그 수질이 매끄럽고 

욕탕내에 재래식 한중막과휴게실을구비하였다. 

명덕온천은 조선시대 전래의 전통 한중막과 현대 

식 욕실을 갖추고 자연경관이 보이는 식당을 구비하 

고있다. 

이처럼 발달한 온천문화와 수려한 자연환경이라 

는 두 유형의 관광자원이 긴밀하게 연결됨으로써 

포천은 수도권의 관광온천지역으로서 높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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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얻게되었다. 

3) 포천의관광현황 

(1) 관광 여건 

포천에는 1998년에서 2어0년까지 3년 동안 연평 

균 1 ，365천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인당 평균 

12 ，310원을 경비로 지출했고， 포천의 연평균 관광 

수입은 16 ，874백만원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관광 

객수 3.05%, 일인당 여행경비 23.54%, 관광수입 

27.30%01다.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는 관광객수 

1 ，870천명， 일인당 경비 124 ， 118원， 관광수입 

234퍼1백만원으로 추산된다(대진대학교 지방정 

부정책연구소， 2003). 

포천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서울과의 접근성 

(45때) 때문에 관광개발수요가 크며， 시승격과 함 

께 서울지하철 연장운행계획 둥 교통시설의 확충 

으로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2) 관광자원 

포천은 자연경관과 온천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을 기준으로 한 5개의 관광권역과 1개의 민박마을 

(관인면 교동)을 결합한 복합관광자원을 보유한다. 

포천의 주요 축제로는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가 있다. 이 축제는 산정호수를 중심으로 명 

성산과 주변 관광자원을 통한 포천체험을 그 목적 

으로하는데，관광객 유입의 극대화와관광자원의 

상품화로 관광 수입 증대효과를 기대하며，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포천이 통일을 대비한 경기도 

북부 명소로 성장하는데 일조한다. 

포천의 문화재는 지정문화재로 청홍군 이중로 

정사공신교서， 용연서원， 인평대군치제문비， 포천 

석조여래입상， 청성사가 있고， 비지정문화재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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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포천군의 5 대 관광권역 

-150만평 인조림에 총 2，844종의 식물， 20여종의 천연기념물， 세계적 희귀조 크낙새 서식. 

-화산서원， 주금산， 금현리지석묘， 서운동산， 베어스타운， 죽엽산， 기리나모형자동차경주장. 

자료 : http://www.pochun.kyonggi.kr/; 대진대학교 지방정부정책연구소， 2003 

홍사지，안양사지，금현이사지，선적사지，도평리 

사지， 구읍리석불입상， 구읍리미륙불입상， 어용리 

석불입상， 동화사목조여래좌상， 흑룡사석조부도， 

성동리산성， 고모리산성， 보가산성 퉁이 있다. 

기념물은 이항복선생묘， 채산사， 성선생묘， 화산 

서원， 충목단， 인평대군묘， 영송리선사유적 퉁이 

며， 향토유적은 전계대원군묘， 지작리지묘， 효자오 

백주정문， 구읍리석불입상， 유인선효우비 등이다. 

(3) 지자체의 관광산업 육성전략 

포천군은 ‘역동하는 푸른포천， 군민중심 지방경 

영’을목표로군정운영 방향을밝히면서 i 포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여건’ 으로는 수려한 자연환경 

을， ‘장기발전과제’ 로는 관광산업을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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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론하였다(포천군， 2003). 

즉 포천군의 대표적인 지역특성은 관광목적지로 

서의 적합성이며， 가장 중대한 지역과제는 관광 

산업의 육성이라는 지방정부 차원의 인식을 분명 

히한것이다. 

4) 포천의 지역이미지 

(1) 지역주민의 태도 및 의식 

〈그림-3)과 〈그림-5) 의 설문결과는 비슷하고， 두 

경우모두 ‘군사지역’이가장많이선택되었다.반 

면 〈그림-4)에서는 ‘군사지역’ 이 세 번째에 머물 

어 지역에거주하다 보면 휴전선이나 군대주둔 둥 

은 외지인에 비해 덜 민캄하게 느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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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심 01 없었음 ‘〉‘v 상‘ ιμ 〈、D 22.5% 

서 옳 어l 인 칩 한 레 저 후 앙 지 역 、 ιm 15.7% 

막앓2.1 와 갈I:l I χr 、、‘… 25.8% 

온천지역 o‘ 0% 

휴전선 근처의 군사지역 :::'';;\'-130.3% 

0% 10% 20% 30% 40% 

자료 : 연구자 설문조사 (기간: 2003 년 10월 • 참여인원 :89 명) 

〈그림-3) 지역주민이 포천 거주전에 가지고 있던 포천 이미지 

기타 

관심이 없었음 ιιι 、

“‘” ’ 22.5% 

서옳에 인칩한 레저휴앙지역 ~ ‘5샅?‘ι ‘ 115.7% 

막앓 2.1 오} 앓I:l I ι “”‘§μx、 25.8% 

온천지역 o‘ 0% 

휴전선 근처의 군사지역 30.3% 

0% 10% 20% 30% 40% 

자료 : 연구자 설문조ÁK 기간: 2003 년 10월 · 참여인원: 254 명) 

〈그림-4) 지역주민이 현재 가지고 있는 포천 이미지 

기타 

E관심이 없었음 ι 、 ρ 이”“‘ 23 ‘ 4% 

서울에 인접한 레저홉앙지역 {ι 16.4% 

막걸리오} 갈비 r ‘ s‘’、、、ν÷ιν、 ι 끼써125.3% 

온천지역 0.0% 

휴전선 근처의 군사지역 ’/ λ‘/ιv 、 "" !.B 30.1% 

0% 10% 20% 30% 40% 

자료 : 연구자 설문조ÁK 기간: 2003 년 10월 · 참여인원 :63 명) 

〈그림-5) 포천방문 경험이 없는 수도권 거주자의 포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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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포천 펜션 목록 

(2) 외부인의 태도 및 의식 

〈그림 -5 )에서는 포천이미지로 ‘군사지역 

(30.1)’ 을 가장 많이 택해， 뒤에 나오는 〈그림-

10) 에서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 거주자 

인 포천 펜션이용객이 방문 이전의 포천이미지로 

‘레저휴양지 역’ 을 39.7%, ‘군사지 역’ 을 1.7% 택 

한것과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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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천군 일동먼 기산7리 14번지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기산7리 1-4번지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기산7리 1-1 핸지 

산7 2.1 1-78번지 

11-81 번 ÃI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기산7리 1-24번지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197-1번지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22.1 62번지 

두2리 211-1번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1 리 569번지 

5. 포천의 펜션 

D 포천펜션의특성과분포 

본 연구의 기준에 근접한 포천 펜션 24개를 선별 

조사한결과，포천 펜션의 특정은군집성에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유명관광지 둥에 펜션들이 밀 

집하여도 상호 독립적이고， 전문회사에 의해 단지 



f‘J 

￦織E
엄 

o 5 때TI 
l i 

자료 : 연구자가 답사 후 정리하여 작성 

〈그림-6) 포천 펜션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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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룬 경우에는 같은 구조와 설비， 통일된 이미 

지를 공유한다. 즉 포천에서처럼 시공연도와 사업 

주체가 다른 펜션들이 군집을 형성한 예는 별로 

없다. 

포천에서 눈에 띄는 펜션 집합체로는 청계호수 

근처의 펜션집단과 금주저수지 근처의 펜션집단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9채)를 ‘청계펜션 

군집’ , 후자(7채)를 ‘금주펜션군집’ 이라 칭한다16) 

각 군집 내의 펜션은 정보를 교환하며 업주모임 

을 갖고， 자기 객실이 모두 가동하면 이용객에게 

다른 펜션을 소개한다. 자동차로 20여분 거리의 두 

군집 간에도 업주모임이나고객교환이 행해진다. 

포천의 두 펜션군집은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경 

관 속에서 아담한 전원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고즈넉한 분위기를 원하는 고객이 포천에서 선택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지 않은데， 이 연구에서 

조사한포천의 독립펜션은 6개이다， (표-2) 의 1-9 

번은 청계펜션군집에， 12-18번은 금주펜션군집에 

속하고， 10번은 청계펜션군집과 또한 11번은 금주 

펜션군집과， 거리뿐 아니라 내적 결합에서도 가까 

운 관계를 유지한다， 19-24번은 독립펜션으로 군 

집과 별개 노선을 가고 있다. 특히 20번과 21번은 

물리적인 거리는 근접한 편이지만 군집이라고 칭 

할만한 내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 이들 

대부분의 펜션은 포천북부에 밀집해 있고， 22번， 

23번， 24번은 포천남부에 위치한다. 

2) 펜션을통한 포천의 지역경제 활성화 

펜션은 장소마케팅 전략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관광산업에서 숙박산업의 하위구조로 기능 

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작지만 분명한 요소로서 

활약할 잠재력을 지녔다. 

펜션은 지역내 불모지， 비경제적 잠재유휴지， 

미 이용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광연관산업 

을증진시키는둥지역경제에 일조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 

겠다. 

(1) 수도권 근교 주요 관광지역으로 발전 

포천 펜션이용객 48.5%의 여행목적이 펜션체류로， 

이 경우 옹천이나 유적보다 펜션이 더 중요한 관광 

요소이며，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자원이다. 펜션이용객은 ‘수도 

권과의 접근성(38.5%)’ 과 ‘마음에 드는 펜션(32，8>/0)’ 

때문에 포천을 태했고， 이 중 84， 1%가 포천을 주말 

여행숙박관광지로 여겨 , 주민과 관광관련업주의 

50% 이하가 같은 인식을 한 것과 비교된다. 펜션 

숙박으로 인한 이런 인식변화는 포천이 공히 숙박 

관광지로 발전하는데 일조한다. 

또한 펜션이용객의 52，3%가 가족단위로 여행하 

고， 친구나 애인과 동반한 경우도 41. QO!o.로， 포천 

펜션의 주요 고객은 소규모 여행객이다. 즉， 포천 

펜션은포천이 지향하는 ‘소단위여행을위한숙박 

관광지화’ 에 기여하며， 레저 및 휴양시설의 역할 

을 하여， 지역이 가족단위 레저 및 휴양지역으로 

정착하게돕는다. 

(2) 포천의 관광 연관 산업 전반의 활성화 

포천 관광관련업소의 41. 2%가 펜션이용객으로 

16) 단지나 집단이란용어 대신 굳이 군집이라는개념을차용한 것은 이 펜션들이 우연히 같은장소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 
으로 모여들었으며 유기적으로 맺어진 공생 및 협 력 관계가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



기타 

자연환경 파고| 

레저 홉앙입 공간 

서구식 건촉물 

전원 속의 공간 

0% 

2 1. 7% 

20% 40% 

자료 : 언구자 설문조ÁK 기간: 2003 년 10월 · 참여인원: 254 명) 

60% 

〈그림-7) 지역주민이 갖는포천 펜션의 이미지 

기 타 10.0% 

자연환경 파고I 1=] 4.2% 

레저 휴앙의 공간 듀:J 7.1 % 

서 구식 건 촉 옳 1=] 5.9% 

전월 속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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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80% 

82.8% 

0% 20% 40% 60% 80% 100% 

자료 : 연구자 설문조사(기간: 2003년 10월-12월 · 참여인원: 239 명) 

〈그림-8) 포천 펜션이용객이 갖는 펜션의 이미지 

기타 

지역축저l 및 이벤트 

음식문화 

온천문화 

군사 지역 이미지 변화 

역사 및 유적홍보 

0% 

17.9% 

J11.3% 

19.2% 

J 13.8% 

J21.3% 

10% 20% 

자료 : 연구자 설문조ÁK 기간: 2003년 10월 -12월 · 참여인원 : 239명) 

J 26 .4 

-
30% 

〈그림-9) 이용객 입E뻐|서 본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포천 펜션의 기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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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전선 근처의 문사지역 

온천지역 

막컬러와앓비 38.9% 

서옳어l 인접한 러l저홉앙지역 65.f% 
39.7% 

관심이 없었음 

띠펜션방문이전 口펜션방문이후 
기티 

0% 10% 20% 30% 40% 50% 60% 70% 

자료 : 연구자 설문조사(기간: 2003년 10월-12월 • 잠여인원: 239 명) 

〈그림-10) 포천 펜션이용객의 펜선 방문 이전과 이후의 포천 이미지 

인해 고객이 증가한 반면， 29.4%는 감소하고， 변화 

가 없는 경우도 29.4%이다. 고객이 증가한 이유는 

펜션 덕에 숙박관광객이 늘었기 때문이며， 고객이 

감소한 이유는 펜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레저활동 

과휴양의 기회 때문이다. 

포천의 온천 50%는 펜션이용객으로 인한 고객 

변화가 없고， 50%는 근처 펜션 덕에 고객이 증가 

했다. 펜션고객이 ‘온천을 방문하는 (30.5%)’ 이유는 

‘옹천을 좋아하기 때문(49.3%)’ 이거나 ‘펜션 근처 

에 온천이 있기 때문(27.4%)’ 이다. ‘온천방문계획이 

없는(69.5%)’ 이유는 ‘다른 곳 방문 없이 펜션에 

서 휴식(51.8%)’ 하고 싶어서’ 로， 펜션의 휴양기능 

이 다른 관광지의 방문기회를제한하다. 

포천 펜션이용객의 과반수가 식당을 방운할 계 

획이 없고，그이유는 ‘요리가이 여행의 재미거리 

(76.5%)’ 이기 때문이거나 ‘다른 곳 방문 없이 펜 

션에서 휴식(17.4%)’ 하고 싶기 때문이다. 

즉 펜션의 숙식을 겸한 휴양기능이 다른 관광산 

업에장애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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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펜션에서 음식을 판매해서’ 식당에 가지 

않는 경우는 없어 , 먹거리로 유명한 포천의 펜션이 

그 이점을 활용하지 못함을 알려준다. 

3) 펜션을통한 포천의 지역문화발달 

(1 ) 친환경적 개발과 자연경관의 보전 

포천에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펜션이 들어섰는 

데 아직까지 환경파괴의 요소로 여겨지지는 않고， 

〈그림-7)과 〈그림-8) 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전원 속의 공간이라는 우호적인 

평을듣고있다. 

포천 펜션에 대한 이런 평가는 초기 단계인 우리 

펜션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2) 펜션을 이용한 지역문화 마케팅 

포천 펜션이용객의 무려 95.SOÆ가 펜션이 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여부운 

으로는 ‘기존 이미지 변화’ , ‘역사 및 유적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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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포천 펜션업주의 펜션 운영 동기 

자료 : 설문기간: 2003년 10월-12월 · 참여인원: 24명 

‘음식문화’ 등을 고르게 선택했다. 

쇠 펜션산업을통한 포천의 지역이미지 재창조 

포천 주민의 40% 이상이 펜션에 ’찬성’ 하지만， 

초기를 기준으로 ‘찬성’ 은 약 30%, ‘반대’ 는 거의 

100% 증가했다. 또한 ‘무관심’ 은 감소했지만 300,1) 

이상이 중립을 견지하고 있어서 , 포천 펜션의 정착 

과정에서 초기보다 주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이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JO)을 보면 펜션방문 이후 이용객은 보다 

더 포천에 관심을 가지고， 포천을 ‘서울에 인접한 

레저 · 휴양지 역’ 으로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즉， 펜션이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미지를 

지역과주민이 지함}는쪽으로변화시칸 것이다. 

5) 포천 펜션의 문제점과전망 

포천 펜션의 군집성은 업주의 펜션 운영동기와 

관계 있다. (표-3) 에서는 약 67%.가 ‘전원생활’ 이 

동기라고 했고， 인터뷰에 의하면， 펜션업을 하는 

사람의 권유로 결정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소박한 

동기는 장단점을 함께 갖는다. 우선， 펜션사업이 

실패해도큰타격을 입지 않으며， 이윤에 집착하지 

않고 고객에게 보다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펜션사업을 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란 의식으로 이어져 전문성 

확보에 대한 노력의 부족을 야기한다. ‘내가 아쉬 

울 게 없다’ 는 마음은， 특히 서비스업종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더 심각한데， 고객에 대한 겸손하고 

친절한태도를흐리게한다. 

〈표-4)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포천 펜션의 기여 부문 

자료 : 연구자 설문조사(기간: 2003년 10월-12월 • 참여인원: 총 402명， 펜션고객 219 명， 지역주민 110 명， 펜션업주 21 명， 관광 
업주 25명， 온천업주 4명， 요식업주 23명17) 

17) 지역관광산업， 지역경제， 지역문화 퉁의 발전에 대한 포천 펜션의 기 여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기여한다고 답한 웅답자에 한해 각 
각기여부문에관한설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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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포천 펜션의 기여 부문 (단위 :%) 

자료 : 연구자 설문조사(기간: 2003년 10월-12월 · 참여인원: 총 383명， 펜션고객 232명，지역주민 83 명， 펜션업주 24명， 관 
광업주 21 명， 온천업주 4명， 요식업주 19명) 

〈표-6) 지역문화발전에 대한 포천 펜션의 기여、부문 

|역 이미지 변화 

온천문화 

음식문화 

지역축제 및 이벤트 

자료 : 연구자 설문조사(기간: 2003년 10월카2월 ，참여인원: 총 358 명， 펜션고객 225명，지역쥬민 80 명， 펜션업주 17명， 관광 
업주 14 명， 온천업주 4명， 요식업주 18 명)' 

포천 펜션업주의 운영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 

족’ (37.5%)과 ‘대체로 만족’ (45.8)이 85%에 이르 

렀다. 그 주된 이유는 ‘전원생활이 좋아서(87.5%)’ 

이고 ‘수익률이 높아서(8.3%)’나 ‘일이 재미있어 

서 (4.2%)’ 가 아니다. 그러나 사업을 통해 이윤을 

만족할 만큼 창출하지도 못하고 알이 그리 재미있 

지 않은데도 만족하고 그 이유가 전원생활 때문이 

라면 운제가 있다. ‘원핸 것은 전원챔활이고 수 

익성이 없어도 사업에 만족하는’ 비전문인이 서비 

스엽의 주체가 될 경우 파생되는 부정적인효과는 

고객의 몫이 되고， ‘고객은 불만족함에도 업주는 

만족하게’ 된다.게다가다른지역펜션에비해포 

천 펜션은 홍보에 열성적이지 않거나，펜션업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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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그분야에 문외한이어서 별 효과를 얻지 못 

더 긍정적인 평가를한 것으로포천 펜션에 대한 

고객의 만족감을 뾰“ 하지만 펜션업주와 관 



광관련산업 업주의 과반수가 ‘매우’ 혹은 ‘약간’ 

기여한다고 답했으나 주민 과반수가 ‘별로’ 혹은 

‘거의’ 기여한바없다고답해，주민대상의 홍보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 

〈표-4)는 포천 펜션이 지역의 숙박시설을 확충하 

고지역을숙박관광지로정착시킴으로서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함을보여준다. 또한포천 주민 외 모 

든 웅답집단의 대부분이 포천 펜션이 지역경제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며， (표-5) 에서 잘 나타나 있듯， 

가장 큰 기여부문으로는 모두 ‘유적 및 유원지 관 

광사업’ 을， 두 번째로 ‘온천사업’ 을 꼽고 있다. 

지역문화에 대한 포천 펜션의 기여도조사 결과도 

앞의 두 경우와 그리 다르지 않다. 즉 주민들은 매 

우 부정적이며， 그 외 모두 비교적 긍정적이거나 

약간 비판적이다. (표-6)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기여부문으로는 펜션고객과 주민은 ‘군사지역 

이미지 변화’ 를 가장 많이 선택함으로써， 펜션이 

지 역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알게 

해준다. 펜션업주와 온천업주는 ‘온천문화’ 라고 

웅답했는데， 경제부문에서와는 달리 온천업주가 

자기 사업에 대한 펜션의 공로를 인식하고 었다. 

한 가지 시사할만한 점은 포천 음식은 대표적 지 

역문화로 꼽을 만큼 유명한데， 포천 펜션에서는 대 

개 먹거리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체틀 

에서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본 펜션을 따른 우리 펜 

션의 대부분이 그러나 유독 식사제공에 대해서만 

은 관심이 없다. 포천 펜션의 운영주는 대부분 전 

직 기업임원이나 공무원 동으로 이전에 서비스업 

에 종사한 경험은 없는 편이다. 따라서 이들은 숙 

박공간을 제공하는 데에는 심리적인 갈등을 덜 느 

끼지만 음식의 준비나 판매에 대해서는 힘겹게 여 

기고 품위를 손상하는 일로 치부한다. 어느 지역 

못지 않게포천음식의 지명도가높다는점을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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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이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농어촌에서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대인관계에 영 

향을 주는데 포천 펜션업주가 보여준 이웃관계는 

여느 농어촌 이웃관계보다 허술하다. 게다가 주민 

들은， 이보다 더 먼 이웃으로 펜션업주를 대함이 

인터뷰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펜션업주에게 주민 

들의 태도와 평판은 아주 중요하며， 따라서 포천 

펜션업주는 주민과의 관계개선에 유의해야 한다. 

위 결과를 피상적으로 보면， 주민은 편파적으로， 

계속 태도가 통일되는 다른 집단들은 합리적으로 

여겨지나， 모처럼 여행 중인 이용객이나 같은 업종 

에 종사하는 관광관련업주는 펜션에 호감을 갖기 

쉬워， 주민의 견해가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 객관성을 담보하느냐의 논의는 차치하 

고， 포천 펜션이 주민의 호웅을 얻지 못함은 명백 

하다. 

‘현재 포천이 어떤 관광지이고 향후 어떤 관광지 

를 지향해야 하는가 에 대해 841%의 펜션이용객 

이 주말여행숙박관광지로 정착했다고 본다. 이는 

포천 여행과 펜션 숙박경험이 반영된 태도로， 그 

외의 집단은 모두 포천이 현재 당일관광지이지만 

주말여행숙박관광지를 지향해야 한다고답했다. 

또한 모든 설문집단의 과반수가 포천관광산업이 

경쟁력을 가진다고 답했고 경쟁력의 요인으로 대 

부분 ‘수려한 자연환경’ 과 ‘수도권과의 접근성’ 을 

선택했다. 한편， 관광객은 포천관광의 가장 큰 장 

애요인으로 ‘열악한 관광관련산업’ 을 꼽았다. 또 

한 주민은 ‘열악한 교통환경(41 .3%)’ 을， 관광업주 

는 ‘군사지역(44.1%)’을 온천업주는 ‘열악한 교 

통환경(50%)’을， 요식업주는 ‘당국의 무관심 및 

비협조(29.7%)’ 를 택했다， 이를 종합하면， 포천군 

당국은 교통환경 개선에 힘쓰며， 관광에 더 관심 

을 갖고 협조해야 한다. 또한 관광관련산업 주체 



새로운 숙박시설로서 땐션과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 

는 자신이 인식하는 것(관광업주 5.9%, 온천업주 

0.0%, 요식업주 16.2%)보다 관광객(43.9%)이나 

주민(40.6%)이 체감하는 사업의 열악성 정도가 

심각함을 인정하고 이 상황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 

야한다. 

또한 고객과 업주 모두 포천 펜션이 경쟁력을 가 

졌다고 평가하고， 가장 큰 요인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을， 다음으로 ‘수려한 자연환경’ 을 꼽아， 

포천이 이런 이유로다른지역보다탁월한지리적 

내지 입지적 이점을 지녔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관광산업과 펜션 모두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펜션이용객의 거의 1000!o.가 포천여행에 만족하 

며 그 가장 큰 이유는 ‘펜션이 마음에 들어 

(38.3%)’ 로 이는 포천 펜션의 전망을 밝게 한다. 

설문에 웅한 239명 중 220명(전체의 92.1%)은 처 

음으로 펜션에서 숙박했다. 이들 모두가 포천 펜션 

에 만족하며， 특히 62.7%가 ‘매우 만족’ 한다. 그러 

나 이는 포천 펜션에 대한 평가가 아닌 새로운 숙 

박시설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여행을 

계획할 때부터 펜션을 택했고， 새로운 체험에 매료 

되었을 수 있다. 펜션숙박경험이 있는 이는 19명 

(전체의 7.CJYo)밖에 안 되지만 모두 다른 지 역 펜션 

을 경험하여， 포천 펜션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 

을 내렸을 수 있다. 이들 모두 포천 펜션에 만족하 

나 ‘매우 만족’ 이 52.6%.로 앞의 경우보다 100/0 이 

상 적다. 그 이유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지만， 펜션 

경험자와 미경험자의 의견 내지는 포천의 펜션고 

객과 다른 지 역 펜션고객의 의견이 차이를 보임은 

부정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펜션은 이용할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므로 

이용객이 식상하지 않고늘처음느낌을갖게 배려 

해야 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객이 둥 돌릴 위 

험이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둘째， 포천 펜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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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지역 펜션에 대해 경쟁력을확보하지 못하므로 

다른 지역의 펜션에 대해 세밀히 조사하여 포천 펜 

션의 단점을 보완하고 독자 아이템개발 둥으로 고 

객을유인해야한다. 

6. 경험적 연구결과의 해석 

U 지역에 대한 펜션의 순기능과기여 부문 

(1 ) 장소마케팅과 농어촌경제의 활성화 

펜션은 지역이 추진하는 장소마케팅 전략의 도 

구가 될수 있으며，포천 펜션에 대한사례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우리 농어촌은 대부 

분 빈곤 및 주민 삶의 질 저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부정적 현상을 일소하려면 지역 여건을도 

시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자본과 경제적 하부구조 

가 열악한 농어촌에서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관 

광산업육성이 절실하다. 관광은 지역성이 강한 산 

업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개발방식은 한계 

를 드러낸 지 오래로 각 지 역은 지방정부와 민간 

이 협력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의 생산에 총력을 기 

울이고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노력은， 

그 취지는 올바르고 계획은 화려하나 실속 없는 공 

허한 메아리로 맴돌기 십상이다. 

따라서 관광산업을 실제로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보다체계적 지원이 뒤따라야하며，지역 

은 장소마케팅을 문제해결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가 아니라 지역경영철학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 

정 장소가 어떻게 사용되고관리되어야하는가’ 라 

는장소와마케팅 간의 관계에 대한 이런 재평가는 

최근경제 및사회 분야와지역계획의 철학과방법 

론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근본적 변화 중 하나이다 



(Gregory]. Ashworth & Henk Voogd, 1997: 39). 

펜션은 이런 요구를 만족시키는 자원으로 우선， 

효율적 관광개발계획수립과 통합적 정책실행을 

위한 개발대상으로 손색이 없고， 고객과의 면대면 

접촉관계에 있어 시장조사나 고객만족도 파악에 

편리하다. 또한 이용객에게 지역산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이벤트와 결합하면 지역의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게다가 그 규모가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기에 버겁지 않으며， 

적당한 공간을 물색하여， 마치 새가 나무 위에 둥 

지를 틀 듯 자연의 한구석에 자리할 수 있어 친환 

경적 개발에 적합하다. 또한 펜션에 부속된 레저 

및 휴양시설로관광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에도좋다. 

농어촌개발에 초점을 맞추면， 펜션은 도시보다 

농어촌에 맞는 형태의 자원이다. 

즉， 펜션의 본질상 도시에는 입지하기 힘들어 출 

발선상에서부터 도시와의 경쟁 없이 농어촌에 유 

리하며 지역적인 차별화 전략을 펼 수도 있다. 펜 

션을 지역문화와 접목하고 지방색을 갖춰 특화하 

면 외국인에게도 경쟁력을 지닌다. 농어촌개발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목표로 

하며， 이는 경제발전이라는 대전제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관광산업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와주민복지의향상 나아가지역발전이라는이런 

순환과정 속에서 펜션은 농어촌발전을 위해 일익 

을담당한다. 

(2)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이미지 제고 

펜션은 호텔이나 콘도보다 덜 화려하고 소규모 

이지만 개성이 강하다. 제조업에서도 요즘 소비자 

는 대량생산되는 무색무취한 단일상품보다 개성 

적인 소량생산 다품종상품을 선호한다. 숙박산업 

역시 발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w-

地理學論훌 저144호 (2004.9) 

유연한 생산 사이클을 도입하고 다품종 소량생산 

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웅해야 한다. 펜션 또한 

지역문화와 융화하고 고객과 면대면 접촉을 통해 

이를 전파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도태된다. 

일례로 포천의 펜션은 아름다운 공간이지만 포천 

특유의 지방색을살리거나 특히 먹거리 동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여， 구태의연한 숙박시설로 

도태될 위험도가 높다. 지역문화를 밸하여 보전 

하고 때로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이미지 역 

시 발굴되어 보전 및 재창조된다. 특화된 지역문화 

가 상품화 되는 순간， 이미지는 그 상품의 내적 본 

질을 형성하여 상품의 품질을 좌우하고 상품을 홍 

보하며， 결국은 이미지 역시 판매된다. 펜션은 지 

역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재창조하는데， 특히 시각 

적 효과와심리적 영향력 면에서 다른어떤자원보 

다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펜션 특성의 하나가 자연 

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외관으로， 이 런 시각적 

자극은 매우 강렬하여 기억에 깊이 각인된다. 

또한 전원에서의 휴식이라는 낭만적 아이댐이 유 

발하는 심리적 효과 역시 크다. 소비자의 마음에 

스며든 펜션의 이미지는 펜션이 있는 지역의 이미 

지와 직결되고， 펜션과 함께 지역 자체도 고객을 

유인하는 상품이 된다. 고객은 펜션 방문 후 제고 

된 지 역이미지를 간직한 채 귀환하고， 나중에는 홍 

보인력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다시 제 

고하는데 기여한다. 펜션이용객뿐만 아니라 주민 

역시 앞에서 살펴본 시각적 즐거움과 심리적 쾌락 

을 향유할 수 있다. 이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가지 

고 있던 기존 이미지 역시 제고시키며， 주민으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한다. 

(3) 연금생활자의 경제 및 사회활동 

최근 종합주가지수는 바닥을 돌고， 예금금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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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하는 추세이며， 외환위기를 겪은 후 많은 중년 

퇴직자들이 양산되어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불투명한 경제 및 사회 여건 속에서 펜션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수익성도 있는 투자대상이다. 펜션은 

소유한 유휴지나 매입한 토지에 주택을 짓고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여러 펜션들의 사례를 볼 때， 

연간 투자수익률이 평균 100/o18l를 상회하여 일반은 

행금리를 상회한다. 따라서 펜션은 인생과 사업의 

전환점으로개인의 경제 및 사회활동의 원천이 되며， 

실업률을 낮추고 사회불안 요인을 감소시킨다. 

2) 지역에 대한펜션의 역기능과 부정적 효과 

(1) 지역문호}에 대한 펜션의 역기능 

펜션은 지 역문화를 왜곡 내지 침체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가 그렇듯， 펜션이 효율 

성만 추구하면 전문부동산개발회사가 설립되고 

프랜차이즈화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펜션은 소 

규모 다품종 생산양식을 포기하고， 개인 혹은 일개 

회사에 의해 모든 생산과정과 판매 및 유통과정을 

통제 당한다. 따라서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포장과 

홍보에 노력해도 결국은 한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 

처럼， 생산주체의 획일적인 가치관과 문화를 반영 

하거l 된다. 상업자본의 규모가 커질수록 극대화된 

이윤추구라는 경제논리에 잠식될 수밖에 없어서， 

펜션을운영하는개인이나펜션이 입지하는지역의 

개성과 문화는 발언권을 포기하고， 수익성에 경도 

된 펜션이 양산된다. 지역 역시 경쟁에서의 우위와 

가시적 성장에 몰두하여 경제논리를 우선하면， 이 

는 펜션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문화와 그 문화를 표 

현하고보존하는 영역 전반에 위험을초래한다. 

Keams와 P뻐o가 언급했듯 ‘장소가 자본을 유입 

할만한 매력적인 모습을 지니기 위해 다른 장소와 

유사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된다. 즉， 장소마케팅이 

현대 정치 및 경제상황속에 매몰되어 지리적 차이 

를 무시한 채 유사성과 무미건조함을 야기하는 것 

이다(Gerry Keams & Chris Philo, 1993: 21), 포천 

펜션도 지역문화와 접목된 독창적 아이템을 운영 

한다고 주장하나， 평범한 레저활동에 그치는 경우 

가 많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실속이 없는， 심지 

어는 반(反)문화적인 프로그램을 문화체험 아이댐 

이라고 내세우는 경우도 허다하다. 

(2) 지역주민 및 지역산업과 펜션의 갈등 

도시출신 퇴직자에 의해 운영되는 펜션은 주민 

의반감을유발한다. 

첫째， 펜션이 입지하여 주민이 단기간에 체감하 

는 긍정적 효과는 별로 없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한적한 마을이 소음에 파묻힌데다 자신과 자신의 

삶을 구경거리로 여기는 듯한 관광객의 눈길을 마 

주하게 되고， 이런불편을감수하여 벌어들인 이윤 

은 주민과 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이방인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둘째， 펜션이 생긴 곳에 

민박이 있는 경우， 문제는 보다 심각해진다. 이 경 

우에는 펜션이 불쾌감을 넘어서 위기감을 조성하 

고 적대감마저 싹트게 한다. 또한 사례에서 나타나 

듯， 펜션은 지역산업과도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펜션의 다양한 기능은 다른 관광산업의 영역을 

침범한다. 펜션이 독립적 관광자원으로 기능하는 

18) 이 수치는 사례지역 펜션업주들에 대한 심충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것이다. 펜션의 설계， 시공， 분야 둥올 책임지고 있는 펜션 전문 
회사들이나 펜션 프랜차이즈 사업체들은 대개 팬션의 투자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연간 200/0"를 넘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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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관광객은 다른 곳을 방문하지 않고， 펜션에서 

휴양과레저활동을즐기기 때문이다. 

(3) 펜션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위험성 

펜션은 어떤 숙박시설보다 친환경적 취지에 부 

합하며， 산을 깎고 강을 메우는 대공사를 거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파괴 

하거나 심하게 훼손하지 않고 입지할 수 있어 긍정 

적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어디까지 

나 상대적인 것으로， 자연이나 생태계보존의 차원 

에서 보면 펜션도 비판에서 Z내롭지 않다. 일례로 

목조펜션 건축을 위해서는 나무를 비롯하여 자연 

을 훼손해야 한다. 따라서 펜션이 누리는 명성은 

환경에 대한 인식과 노력에 의해서보다， 관광산업 

이나 펜션의 특성상 환경문제에서 우위를 점한 것 

에기인한다. 

3) 한국 펜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1 ) 지역문화와의 접목과 펜션의 특성화 

영화에 비교하면 호텔은 대자본이 유입된 블록 

버스터 영화이고 콘도는 일반적인 대중영화이며 

펜션은 예술영화 내지 실험 영화라고 할 수 있다. 

펜션은 숙박공간만이 아닌 개성 있는 테마를 갖 

춘 문화공간으로， 그 자체 문화관광의 한 요소이 

다. 펜션업주는 문화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고객 

에게 지역문화를 소개하여 이를 체험하도록 유도 

하며，나아가고객이 그문화의 전달자 역할을하 

도록 ‘교육’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숙박형태 중에서 펜션을 차 

地理學論훌훌 저144호 (2004.9) 

별화하고， 펜션 자체 내에서도 차별성을 찾고 있 

다. 반면， 초기 단계인 우리 펜션은 비슷한 모습으 

로 천편일률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연구의 사 

례인 포천 펜션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민박 

보다 좀 나은 시설에 서양주택을 흉내 냈을 뿐， 기 

원과 국적이 상실된 건축양식을 보인다. 둥산， 낚 

시， 산책， 유적탐방， 온천방문 둥은 포천의 모든 펜 

션이 ‘특별 체험아이댐’ 이라고 권하는 단골 메뉴 

이며， 족구나 배구 동 소규모스포츠를 위한 공간과 

바비큐시설 역시 대개의 펜션이 내세우는 ‘우리 

펜션만의 설비’ 이다. 그러나 이런 요소는 모든 펜 

션의 필수요소이다. 펜션이 장기간 생존하기 위해 

서는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 펜션 전 

반에 관련된 요구이다. 관광시설은 대개 막대한 비 

용이 요구되고 개발기간이 길며， 대규모 관광지에 

편중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해친다. 이제는 지역 

마다 다양한 소규모의 관광시설이 입지하여， 지역 

문화 체험의 장으로 발전해야 하며， 펜션은 이런 

시대적 요청에 적합한 관광시설로， 그 건축 기간이 

비교적짧고 전국소규모 관광지 어디에나 입지할 

수 있다. 또한 펜션 자체가 하나의 아담한 관광지 

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둥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한다. 

(2) 지역주민 및 지역산업과 펜션의 조화 

이미 우리나라 대부분의 펜션은 도시 출신 퇴직 

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이제 지역주민과의 공생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펜션업주는 지역주민과의 

연대감 형성에 주목하고 주민에게 펜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19) 포천의 한 펜션의 예를 들면， 주인부부는 전원주택을 짓고 생활하며 지역의 장애인에게 매달 지원금을 보냈다. 그 일로 표창을 
받고 얼굴이 알려져 난캄했지만， 나중에 전원주태을 개조하여 펜션을 운영하자 주민들의 반감이 익히 들어온 것에 비해 훨씬 덜 
했다. 또한 펜션운영을 위해 도로포장， 전기공사， 인터넷전용선설치 둥 마을환경개선에 힘쓰자 댐유지로 대접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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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고객은 별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펜션 뿐이 

라 여기고， 주위 공간도 사유지인양 대하여 주민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하면 안 된다. 

특히， 펜션은 가족단위 건전한 숙박시설의 특성 

이 퇴색하면， 농어촌의 악성종양인 ‘러브호텔’로 

전락할 수 있음을 업주와 이용객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펜션을 무조건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펜션 난립과 마을 난개발의 폐해 

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한편， 펜션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민박을 

운영하는 주민은 민박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해서 주민이나 지 역도 펜션 수익 

자가 되고 펜션의 긍정적 효과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지역은 당일관광객보다 숙박관광객을 선호하며 

이러한 전제에서 관광정책을 구상하고 수행한다. 

펜션은관광객을유인하는숙박공간으로서 이런 

정책적 의도에 부웅한다. 이용객은 펜션에서 휴양 

하는 경우도 많으나 펜션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 

고객이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고 관광자원을 소비 

하며， 관광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관광객은 관광도중 농어촌에 머물고 싶어도， 낙 

후된 숙박시설 때문에 이런 의욕이 반감되고， 서 

둘러 관광일정을 마친 후 인근 도시의 숙박시설을 

이용한다. 

그러나 펜션은 일부러라도 머물고 싶은 매력적 

인 공간으로， 펜션방문이 관광목적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지역이 숙박관광의 목적지가 되어 정부 

의 기대와관광객의욕구를함께충족시켜준다. 

펜션에 고무되어 민박이나 관광마을이 자기 개발 

(3) 친환경적인 펜션의 모색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 제11조 3항에 의하면 

펜션은 “도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의 농지 또는 

목장용지를 확보해야 된다’ . 이는 그럴듯한 건물 

을 짓는 것이 펜션건설의 전부가 아님을 알려준다. 

자연에 입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펜션은 자연 

의 일부를 자기 공간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자연 

과 동화되고， 마침내 ‘자연스럽게’ 대자연의 일부 

로다시 태어나야한다. 위의 시행령 제13조사업 

계획승인기준 2항은 “펜션 방류수의 수질을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 5mg/ l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는 자연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펜션의 이면에 대한 우려이 

다. 그것이 비록 자연사랑으로 시작되고 친환경친 

화적 성격을 강조한다 해도 모든 인공적 건설행위 

는결국자연파괴행위이기 때문이다. 

여러 조사에 근거하면 유원지나 유적지 못지않게 

ó}름다운 경관 자체가 관광목적지가 되고， 자연에 

서 휴양하며 전원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관광객의 

선호 행위 중 하나이다. 펜션은 수려한 경관 속에 

서 휴양하며 레저활동을즐기기에 좋은조건을구 

비하여， 특정 관광행위를 위해 잠시 체류핸 단 

순 숙박공간의 역할을 벗어난다. 펜션 자체가 하나 

의 매력적인 관광목척지가 되고， 펜션체류 역시 하 

나의 독립적인 관광행위가 되는 것이다. 펜션은 자 

연에서 태어나 자연을 향유하고 주민과 고객에게 

도 ‘펜션을 통해 보다 일상화 되고 구체화 된’ 자 

연의 모습을 선사할 수 있다. 

에 힘쓰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펜션뿐 아니라 7. 요약 및 결론 
관광연관산업과，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동반 발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의 농어촌이 펜션이라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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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 

성화시키고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를 육성하여 그 

결과 지 역발전을 수행하는 과정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사례지 역은 경기도 포천군 

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펜션은 전원에 위치한 소규모의 고급민박 

이다.자연친화적인 레저 및휴양숙박시설이며 연 

금생활자나 퇴직자를 주축으로 하는 가족단위 경 

영형태를보인다. 펜션은유럽에서 출현한민박형 

태의 숙박업소로 이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나 

중에는유럽 외의 지역들에서도비슷한형태의 숙 

박업소가 생겨났나. 특히 일본 펜션은 기존 민박과 

의 차별성을 내세우며 서구식의 고급민박으로 개 

발되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성장하였다. 

펜션은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숙박시설로 대두 

되고 있다. 오늘날 관광은 우리 국민 다수가 선호 

하는 여가활동이다. 관광수요의 증가추세를 고려 

할 때， 관광개발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관광관련산업도 계속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래 레저 · 휴양산업이 발달하고， 핵가족화와 

인터넷대중화 동으로 가족중심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짐으로써 소규모 관광형태가 출현하고， 주5 

일근무제 확산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에 힘입어서 

주말 숙박여행 이 증가하고 있다. 펜션은 우리 사회 

의 이런 관광유형 변화와 소비자의 달라진 취향에 

부웅하는 숙박형태이며， 이는 최근 국내에 펜션이 

동장한배경이된다. 

둘째， 사례지역인 포천의 지역특성과 관광산업 

현황은다음과같다. 

포천은 수도권 주요 관광지로 경관이 수려하고 

먹거리로 유명하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의 우위를 

차지하는 서울 근교의 온천지역이다. 그러나 한편 

으로 군사지역이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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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들러서 식사나온천욕을하는개성 없는농촌 

지 역으로 대접받기도 한다. 

포천군당국은 지역의 역동성 증진과 친환경적 

특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남북교류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려한 

자연환경과 거대한 배후시장을 염두에 두고 관광 

산업육성을 장기발전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다. 

셋째， 사례지역의 펜션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문화 발달，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광자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포천의 펜션 24개를 선별하여 사례로 

삼았다. 포천 펜션의 가장 큰 특징은 군집성에 있 

고， 청계펜션군집과 금주펜션군집은 공생관계에 

있다. 

포천 펜션은 단순 숙박시설로만이 아니라 관광객 

을 유인하는 관광요소로 기능하며， 수도권 소규모 

여행객 위주의 숙박공간이며 레저 및 휴양관광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이 지협}는 ‘경유하는 당일 

관광지에서 체류하는 숙박관광지로의 도액 에도 

기여한다. 또한 포천 펜션은 관광사업， 은천사업， 

요식업 둥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연관산업 발전에 

도움을주며， 친환경적 개발의 사례가 되어 준다. 

또한 지역의 유적과 유물을 홍보하고 음식문화의 

육성에 영향을줌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다. 

나아가 군사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포천을 서울에 인접한 레저 및 휴양지역으로 인식 

하게 하여 지역이미지를긍정적으로변화시칸다. 

포천 펜션의 문제점은 사업주체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운영의 허술함과 펜션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자세이다. 한편으로， 고객 대부분이 펜션 때문에 

포천여행에 만족하는 실정이어서， 포천 펜션들이 

전문성을 획득하고， 독창적 테마개발로 특성화를 

모색하며 주민홍보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중요한 



새로운 축박시설로서 펜션과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 

관광숙박시설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펜션은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사업 

의 하나로， 장소마케팅전략의 한 수단이 되어， 이 

시대의 대표적 숙박시설로 발전할만한 잠재력을 

지닌다.그러나지역과환경에대한펜션의 역기능 

또한 심각하여， 획일적 지역문화를 양산하고， 주민 

과의 갈동을 유발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둥 위험요 

인을 안고 있다. 펜션이 장기적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하려면， 독창적인 문화공간으로서 거듭나야 

하며， 지역문화 홍보와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역은 생태계보존이라는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 에서 , 지 역 및 주민수입을 중대하는 관광자원 

으로서 펜션에 주목해야한다. 이런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접점을 만나게 될 것 

이며， 이는 펜션 및 관광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및 주민의 발전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펜션이 우리 국토에 입지하는 것을 하나의 지리 

적인 현상으로 포착하고 이 현상이 지역발전에서 

갖는 긍정적 · 부정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펜션 

이가능성 있는숙박형태로지역에정착할것인지， 

이를 위한 선행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본 것이 이 

연구의의의라할수있다. 

그러나 사례지역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 펜션이 

둥장한 것은 최근 3년 동안의 일이다. 또한 펜션의 

둥장은 전국척으로 나타나는 공간현상이므로 개 

별지역의 환경과특성에따라그양상은사뭇다르 

게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단기간의， 그리 

고 지엽적인 펜션 현황을 살펴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펜션이 새로운 현대적 숙박시설로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가 더 누적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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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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