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상

마을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행복마을

경상남도 사천시
우천바리안마을

위치

인구

가구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587

60명

36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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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자원

행복마을 성공 비법

도농교류체험관,
삼베체험관, 숲 물놀이장,
텃골재 3·1운동 의거비 등

주민 참여로 완성한 바리안꺼 영농조합법인 구성
농촌체험관광 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숲 물놀이장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득창출

소득·체험

주민 참여로 완성한
바리안꺼 영농조합법인 구성
와룡산 자락에 자리한 모습이 밥그릇을 닮아 ‘바리안’이라는

바리안꺼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예쁜 이름을 가진 우천바리안마을은 조선시대에 형성된 유

마을 주민 모두 생활공동체를

서 깊은 마을입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위기가 닥친 건 구룡저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을

수지를 조성하면서부터입니다. 불어난 물에 논과 밭을 잃은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며 100여 가구에 이르던 마을 가
구 수가 36가구로 줄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마을 주민은 영
농조합법인을 설립해 위기를 극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
과 바리안꺼 영농조합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마을 전체 36가구 가운데 비농가 6가구를 제외한 30
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법인을
통해 1사1촌 협약, 농촌체험마을 운영, 특산물을 활용한 마을
브랜드 개발 등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 법인 수익
으로 구입한 공동부지에 사계절 물놀이장, 캠핑장을 만들어
마을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바리안꺼 영농조합법인
의 매출액은 2017년 1억 3,000여 만원에서 2019년 2억 700
여 만원으로 크게 올랐고, 앞으로도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민 모두 노력할 계획입니다.

011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우천바리안마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촌체험마을입니

우천바리안마을을 찾는

다. 2005년 ‘녹색관광마을 50선’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체험과

‘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에 선정되었습니다. 마을 이름이 알려지면서 마을방문 체험

다양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객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처럼 우천바리안마을이 체험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을로 거듭나게 된 것은 바리안꺼 영농조합법인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체험소양교육, 식품위생안전교육, 서비스교육, 응
급처치요령 등을 교육한 결과입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주민 대부분이 농어촌체험지도사나 농어촌마을해설사 같은
농촌체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우천바리안마을은 새로운
마을 체험 개발을 위해 우수체험마을 견학도 정기적으로 진
행하고 주민의 역량을 높여 최고의 체험마을이 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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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체험

숲 물놀이장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득 창출
우천바리안마을의 성공 비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숲 물

우천바리안마을의 성공은

놀이장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주민 모두가

내 일처럼 마을 일에 적극 참여한

내 일처럼 참여하고 한마음으로 고민한 결과 숲 물놀이, 블

주민들의 단합된 힘에서 나온

루베리 인절미 만들기, 삼베 짜기, 밀싸리 체험 등 25가지에

소중한 결실입니다.

이르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되었습니
다. 마을에 위기를 불러온 구룡저수지가 마을 대표 체험명소
로 거듭난 데는 주민의 믿음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이 같은 노력은 2007년 전통테마마을과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2011년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민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방문객을 위해 펜
션과 민박, 공동숙소 등 마을 내 숙박시설 관리에도 많은 노
력을 기울입니다. 현재 우천바리안마을에는 펜션 2호, 농가
민박 4호, 공동숙소 1호 등 최대 40명까지 숙박이 가능한 숙
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자연마
을 단위 축제 자율공모 사업’에 선정돼 개최한 ‘우천바리안
조각배 축제’는 주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완성한 최고의
작품입니다.

013

마을 성과
마을 총소득
(단위 : 백만원)

181

208

130
71

54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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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방문객 수
(단위 : 명)

2017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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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594

20,000

19,263
16,808

15,000
10,000

12,505

10,000

5,000
0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예상)

※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을 총소득 및 방문객 감소

정부 지원 실적

2015~2017년
조각배축제
〈농림축산식품부〉
5,500만원

2016년
농어촌체험사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억1,000만원

2016·2020년
포장디자인 및 제작지원
〈사천시〉
1,300만원

2017년
농번기공동급식지원
〈사천시〉
300만원

2019년
벽화사업
〈농협〉
500만원

2020년
공익형직불제
〈농림축산식품부〉
300만원

2020년
소규모마을꾸미기
〈사천시〉
500만원

2020년
홍보물제작
〈사천시〉
100만원

014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소득·체험

우리 마을, 추천여행코스

아름다운 풍경 따라 가는 우천바리안마을 여행

1일차

6.7km, 승용차 10분

사천항공우주박물관

선진리성

9.5km, 승용차 16분
우천바리안마을

2일차

우천바리안마을(숙박)

20.6km, 승용차 23분

21.2km, 승용차 24분

사천바다케이블카

추천숙박시설
남일대리조트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대길 70
055-832-9800
www.namiltte.com

아르떼리조트 사천점
경상남도 사천시 해안관광로 109-10
055-833-5000
www.arteresort.com

사천관광호텔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역사길 12
055-854-9000
www.sacheonhotel.com

추천음식점
종포풍경
한정식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종포길 246
055-852-1443
https://eastar.wixsite.com/
pensionkds

토담
오리 요리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항공로 32-10
055-852-5289

오동동아구찜
아귀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양로 35-1
055-854-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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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섬

찾아가는 길
남해고속도로 사천IC → 사천대로
사천공항 방면 우회전 후 6.7km
이동 → 사천대로 사천일반산
단 방면 우측도로 276m → 사남
로 사남면사무소 방면 좌회전 후
2.2km → 사남로 삼천포항 방면
우측도로 2.8km → 우천길 우회
전 후 301m → 우천바리안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