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여행과 향토 음식’ 교육에서는 마을 여행 경향, 향토 음식의 가치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일시
담당 부서

보 도 자 료

2022. 5. 11.(수) 06:00
5. 11.(수) 석간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

배포 일시

소개하고 지역의 향토 음식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2022. 5. 10.(화) 16:00

책임자

과 장

황택순

(061-338-1051)

담당자

사무관

윤재돈

(061-338-1061)

밤하늘의 별을 보며,
“농촌체험 캠핑 문화 팜핑 과정” 진행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신설, 연 2회 운영 -

‘국내 캠핑 현장과 팜핑 문화의 이해’ 시간에는 국내 야영문화 사례를
통해 농촌자원의 관광 상품화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지역의 야영장과 연계한 현장 교육으로 진행되며, 저녁 시간에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휴식을 갖고, 농촌의 즐길 거리와 야영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치유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교육은 전남 영암군 지역에서 진행되며, 하반기 교육은 8월 3일부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이시혜)은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농촌관광

8월 5일까지 3일간 중부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광 유행 변화에 맞춘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농촌체험 캠핑문화
팜핑*(Farmping)」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 팜핑(Farmping, Farm+Camping): 농장과 캠핑을 결합하는 시도를 일컫는 신조어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시혜 원장은 “이번 과정이 국내 여행 경향과 농촌
자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여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농식품 공무원들이 농정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체험형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단순한 이론 중심의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직접 농촌 관광객의 입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연계하고 참여하는 교육

붙임 농촌체험 캠핑문화 팜핑과정(2-1)교육 계획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과정은 농촌관광 정책의 방향과 이해, 마을 여행과 향토 음식, 국내
야영 현장과 팜핑 문화의 이해, 농촌 일손 돕기, 농산물 활용 요리 경연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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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농촌체험 캠핑문화 팜핑과정(2-1)교육 계획

월 12일〉

〈5

개 요
❍ 교육목표: 농촌마을 콘텐츠를 활용하여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캠핑(Camping)을 합성한 팜핑(Farmping)으로 농촌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 교육기간: 2022. 5. 11. ~ 5. 13. (3일)
❍ 교육대상: 농식품부, 소속기관, 지자체, 유관기관 등
* 캠핑장비 보유자만 교육신청(자가 텐트 활용)

교육방법: 집합교육
❍ 교육장소: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영암읍 회문리 산1 외
(영암국민여가캠핑장, 영암문화재단 가야금테마공원 공연장, 신유토마을)
❍ 교육진행: 과정장 윤재돈 사무관 (010-2478-8875)
담당자 김희정 주무관 (010-6575-7662)
세부일정
〈 5월 11일〉
❍

일자

시간

소요

13:00~13:50

50분

13:30~14:00

10분

주요내용

‣ 입교 등록 및 과정안내
* 자가 텐트 설치

1일차
(수)

08:50~09:00

10분

‣ 이동(캠핑장

09:00~11:30

2시간
30분

‣ 국내 캠핑현장과 팜핑 문화의 이해
한국여행작가협회 여행작가 진우석

11:30~12:00

30분

‣ 이동(영암문화원 강당 ⇀ 신유토마을)

13:00~17:00 4시간

17:00~17:30

30분

⇀ 영암문화원 강당)

‣ 점심식사(신유토마을)
‣ 한식 소스의 이해와 식초 만들기 강의 및 체험(2H)
전통식품명장 박말녀
‣ 농촌 일손 돕기 현장체험(2H)
식품가공시설 일손 돕기(항아리 청소)
‣ 이동(신유토마을 ⇀ 캠핑장)

17:30~18:30 1시간

‣ 농산물 활용 팀 요리경연(1H)
- 5개 팀별 주제 요리(1H)
- 우수요리 선정 시상(3팀)

18:30~

‣ 팀별 자가 취식 및 숙박

진행: 과정장
전문가 심사위원
박말녀, 양영훈

월 13일〉

〈5

‣ 이동(캠핑장 ⇀ 영암문화원 강당)
08:00~08:50

50분

‣ 기상 및 조식(팀별 자가 취식) 텐트철거

08:50~09:00

10분

‣ 이동(캠핑장

09:00~11:50

2시간
50분

‣ 해외 캠핑문화와 레저산업 이해하기

11:50~12:00

10분

‣ 설문조사 및 수료

12:00~

10분

‣ 귀가

⇀ 영암문화원 강당)

3시간
‣ 마을여행과 향토음식(1.5H)
주민공정여행사 팜팜 대표 김수남

17:00~18:50

2시간

‣ 캠핑에서 알아야 하는 A To Z
월간 사람과 산 전)편집자 이승태

18:50~19:00

10분

‣ 이동(영암문화원 강당 ⇀ 캠핑장)

19:00~

‣ 기상 및 조식(팀별 자가 취식)

12:00~13:00 1시간

‣ 농촌 관광정책 방향과 이해(1.5H)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사무관 이동민
14:00~16:50

50분

2일차
(목)

비고

과정장

08:00~08:50

3일차
(금)

한국여행작가협회 여행작가 양영훈

‣ 팀별 자가 취식 및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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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