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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들골 두루미 마을 2020전략
❚ 2020 이길리 미션 비전 전략 체계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길리의 역사･환경･문화 등을 종합 고려 할 때 향후 이길리가 나가
야할 지역의 미션 비전, 전략 등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지역의 미션은 “두루미와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힐링 체험 서비스 제공”이며, 이를 위
한 핵심가치는 ‘농업 경쟁력’, ‘고부가 가치 창조’, ‘깨끗한 자연환경’임
이를 통해 “두루미가 머무는 이길리 DMZ 맑은 물이 흐르는 버들골”이라는 지역의 비전
을 설정하며, 이 과정에 ‘마을 체험 기반 조성’ 및 ‘하나 되는 주민’이라는 전략적 방향을
설정함
세부 전략과제는 크게 ‘마을의 접근성 강화’, ‘농촌관광 활성화’, ‘아름다운 마을’ 세 가지
과제로 설정함
첫째, 주요 전략목표 가운데 하나인 ‘마을의 접근성 강화’는 민통선지역이라는 통제적인
접근성을 상품화 하되, 인근마을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 강화 노력과 체험관련 어메니티의
지속적 투자, 마을 홍보 노력의 전사적 노력이 요구됨
둘째, 주요 전략목표 가운데 하나인 ‘농촌관광 활성화’는 친환경 농촌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활성화 하되, 다양한 맞춤형 관광 상품의 개발, 지역축제인 두루미 축제의
활성화 노력, 그리고 친환경 음식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 개발 강화 노력이 요구됨
셋째, 주요 전략목표 가운데 하나인 ‘아름다운 마을’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통해 추진하되,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의 재활용 및 마을봉사 활동 활성화, 친환경 귀농
및 귀향 유지 강화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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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리 전략과제 실행계획
전술한 이길리의 미션 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크게 8개의 실행과제로 분류되며, 2020년까지의 시간을 고려할 때 2016년까지 추진해야
할 단기과제와 이후 추진할 중장기과제로 구분이 가능함
먼저 단기과제로 민북 체험 마을의 발전전략 및 사업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이는 2015년
말까지 추진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인근마을 연계도로 개설공사, 두루미 축제 및 4D
홍보시스템 구축 실시, 두루미 가공품 개발, 친환경 음식 레시피 개발 등이 2016년까지
함께 추진 완료되어야 할 것임
또한 체험관련 어메니티의 지속적 투자 예산의 확보와 함께 투자유치 강화 노력이 중장
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 과정에서 이길리 마을의 대외 홍보 노력이 전사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귀농･귀향 주
민의 유지 강화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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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창리 마을 2020전략
❚ 2020 생창리 미션 비전 전략 체계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생창리의 역사, 환경, 문화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향후 생창리가 나가야
할 지역의 미션 비전, 전략 등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지역의 미션은 “DMZ 생태평화 힐링 체험 서비스 제공”이며, 이를 위한 핵심가치는 ‘농업
경쟁력’, ‘고부가 가치 창조’, ‘깨끗한 자연환경’임
이를 통해 “천혜의 안보 및 체험 관광지, DMZ 맑은 물이 흐르는 생창리”라는 지역의
비전을 설정하며, 이 과정에 ‘마을 체험 기반 조성’ 및 ‘하나되는 주민’이라는 전략적 방향을
설정함
세부 전략과제는 크게 ‘마을의 접근성 강화’, ‘농촌관광 활성화’, ‘아름다운 마을’ 세 가지
과제로 설정함
첫째, 주요 전략목표 가운데 하나인 ‘마을의 접근성 강화’는 민통선지역이라는 통제적인
접근성을 상품화 하되, 인근마을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 강화 노력과 체험관련 어메니티의
지속적 투자, 마을 홍보 노력의 전사적 노력이 요구됨
둘째, 주요 전략목표 가운데 하나인 ‘농촌관광 활성화’는 친환경 농촌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활성화 하되, 지역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둘레길을 개발하여 체험 상품을
고도화 해야 하며, 레일 바이크 사업을 활성화 하는 노력이 요구됨. 또한, 친환경 농산물
가공품의 개발노력 강화가 요구됨
셋째, 주요 전략목표 가운데 하나인 ‘아름다운 마을’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통해 추진하되,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의 재활용 및 마을봉사 활동 활성화, 친환경 귀농
및 귀향 유지 강화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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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창리 전략과제 실행계획
전술한 생창리의 미션 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크게 8개의 실행과제로 분류되며, 2020년까지의 시간을 고려할 때 2016년까지 추진해야
할 단기과제와 이후 추진할 중장기과제로 구분이 가능함
먼저 단기과제로 민북 체험 마을의 발전전략 및 사업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이는 2015년 말까지 추진이 필요하며, 2016년까지 둘레길 및 마을경관 조성 사업, 레일
바이크 기반 구축, 친환경 농산물 가공품 개발, 둘레길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고도화 등
이 단기적으로 함께 추진 완료되어야 할 것임
또한 체험관련 어메니티(숙박)의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친수 공간 활용을 위한
수자원 확보 공사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 과정에서 생창리 마을의 대외 홍보 노력이 전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귀농･귀향
주민의 유지 강화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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