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상

아름다운 풍광으로 둘러싸인
충청북도의 알프스

충청북도 보은군
구병마을

위치

인구

가구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구병길 2

58명

46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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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자원

행복마을 성공 비법

구병산, 풍혈, 멍에목 성지,
마을 입구 소나무숲 송림원,
송로주, 메밀꽃밭 등

자연과 경관의 가치를 함께 가꾸는 생태공동체
유휴지 활용을 통한 마을경관 조성
마을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기는 메밀꽃축제

경관·환경

자연과 경관의 가치를 함께 가꾸는
생태공동체
구병마을은 ‘충청북도의 알프스’라 불리는 구병산(877m) 자

환경의 중요성에 눈뜬 주민들은

락에 위치한 마을로 오지이긴 하지만 깨끗한 자연환경을 선

‘경관보전 주민협약’을 맺고

호하는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청정한 구병마을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자연이

에도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겨울철 보행 안전을 위

자산인 마을을 지켜갑니다.

해 뿌린 염화칼슘 때문에 수령 200여 년 된 소나무들이 시
들어가자 마을 주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염화칼슘 대
신 제설 도구로 눈을 치우고, 영양제를 투여하는 등 온 주민
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끝에 노송군락지는 푸른빛을 되찾았
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마을을 살리는 길
임을 깨닫는 계기였습니다.
이후 주민의 60%가 넘는 귀농·귀촌인이 주축이 되어 2018
년 ‘경관보전 주민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구병마
을은 제초제, 축사, 담배가 없는 ‘3무(無) 마을’이 되었습니다.
또 경관을 위해 다층 건물 건축도 자제하고 생활 오폐수 정
화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설치했습니다. 주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이 마을을 생태공동체로 바꿔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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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 활용을 통한 마을경관 조성
마을 환경을 아름답게 만든 공신 중 하나가 ‘손바닥정원’입니

주민회의를 통해 시작한

다. 주민회의를 통해 쓰레기가 쌓여 있던 경로당 앞 빈터에서

마을 꽃밭 가꾸기를 이어갑니다.

꽃밭 가꾸기로 한 것이 시작입니다. 빈터에 꽃밭을 하트 모양

마을이 화사해지고

의 포토존으로 꾸미고, 주민들도 저마다 집 마당에 작은 꽃밭

주민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을 만들어 ‘손바닥정원’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민이 힘
을 모아 평범하던 마을길을 아름다운 꽃길로 바꾼 것입니다.
구병마을은 고산지대 마을이다 보니 가물 때는 물이 귀합니
다. 물 부족을 해결하고, 꽃밭에도 여유 있게 물을 주기 위해
마련한 시설이 빗물 저장 탱크인 ‘물 저금통’입니다. 지붕의
빗물을 모아 대형 물통에 저장했다가 꽃밭 가꾸기, 청소 등
에 활용합니다. 철 따라 꽃들이 피고 지는 마을 정원, 손바닥
정원, 마을길 덕에 구병마을 경관은 한결 화사해지고 주민들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특히 가을이면 예전부터 가꿔온 메밀꽃
밭과 다양한 정원이 어우러져 더욱 멋진 경관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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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환경

마을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기는
메밀꽃축제
구병마을을 전국에 알린 효자는 메밀꽃입니다. 구병마을 경

유휴지에 메밀을 심어 가꾼 것이

작지의 대부분은 비탈지고 돌 많은 척박한 땅입니다. 이 때문

마을 축제가 되었고,

에 노는 밭이 많아지자 마을 주민은 2003년부터 척박한 땅

축제 수익금은 주민 동아리 활동,

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을 심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의 메

홀몸 어르신 돌보기 등

밀꽃이 장관을 이루면서 알음알음으로 경관을 보러 오는 이
들이 생겼습니다. 이듬해에는 메밀밭 규모를 더 늘리고 메밀
꽃을 주제로 한 구병리 산골 풀꽃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축제는 해를 더할수록 인기를 끌어 신문, 방송에도 여러 차
례 소개되어 알려지면서 꽃이 핀 메밀밭 풍경은 구병마을의
대표적인 경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축제 수익금으로
풍물, 난타, 퀼트 등 주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김장 나누
기, 홀몸 어르신 돌보기, 주민 공동 식사 행사도 펼칩니다. 구
병마을은 축제 덕에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꾸
려가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회 축제는 9,917㎡(3,000여
평) 규모의 메밀꽃밭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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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해 사용합니다.

마을 성과
경관·환경 활동 실적

2003~2020년

마을길 및 하천 청소, 폐비닐과
빈 농약병 수거 등(월 1회)

2017~2020년

제초제 안 쓰기, 하천정화,
벽화 그리기,
송림원 보호 활동(수시 진행)

2018년

경관 보전 주민협약 체결,
벚꽃길 조성, 멍에목 성지 정비,
마을 책 제작

방문객 수

2004~2020년

메밀꽃 식재, 마을정원 가꾸기,
계절별 꽃길 조성(수시 진행)

2017년

꽃동산 조성, 집마다 정원 조성,
마을 정자 및 쉼터 조성,
쓰레기 분리수거장 조성

2006~2019년

언론 홍보(22건)

12,000

(단위 : 명)

9,500

10,000

8,500

8,000

7,000

6,000

6,000

6,000
4,000
2,000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예상)

※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을 총소득 및 방문객 감소

정부 지원 실적
2002~2003년
아름마을가꾸기
〈행정안전부〉
3억원

2016년~현재
창조적마을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
10억원

2016년
행복마을사업 1단계
〈충청북도〉
300만원

2017년
행복마을사업 2단계
〈충청북도〉
3,000만원

2019년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사업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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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환경

우리 마을, 추천여행코스

구병마을에서 즐기는 호젓한 힐링 여행

구병마을

1일차

1.8km, 도보 왕복 2시간

4km, 승용차 7분

구병산 풍혈

서원리 소나무

13km, 승용차 22분

구병마을 송로주 체험(숙박)

우당고택

9km, 승용차 15분

2일차

구병마을

10km, 승용차 15분

추천숙박시설
산향기의 속리여행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구병길 152
043-542-0004
www.산향기.com

정이품송

3km, 승용차 5분

추천음식점
구병산골가든
(충북무형문화재 3호 송로주 시음장)

닭백숙, 버섯전골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구병길 141
043-543-2131

레이크힐스 호텔 속리산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305
043-542-5281
www.lakehills.co.kr

속리토속음식점
산채정식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261
043-543-3917

속리산 라온호텔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6길 19
043-543-1234
www.raonhotel.com

서원두부밭
두부만두전골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231
043-542-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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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법주사

찾아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 청주분기점에서
당진영덕고속도로 상주 방향 → 속
리산IC에서 속리산·법주사 방향 →
상장교차로에서 속리산 방향 좌회
전 → 장내삼거리에서 서원리 방향
우회전 → 삼가삼거리에서 구병리
방향 우회전 2.7km → 구병리 방
향 우회전3.2km → 구병리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