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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금당실 전통마을을 명품화하여 지역 대표 관광상품 육성
◦사업위치 : 용문면 상금곡리 금당실마을 일원
◦사업기간 : 2019 ~ 2022년 (4년간)
◦사업내용

    - 금당실 미로길 코스개발, 돌담장 보수 및 전통 토속담장 설치 등  
          관광 기반 구축

    - 금당실 투어 프로그램, 고택 테마체험 등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확장
    -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조성

□ 총사업비 : 1,706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예산투자 계획 비고2019 2020 2021 2022
계 1,706 190 198 1,148 170

국 비 525 25 500
도 비 259 48 10 150 51
군 비 922 142 163 498 119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주요 사업내용 비고

2019년

∙ 돌담장 및 초가 정비

∙ 금당실 미로길 코스를 활용한 야간투어 프로그램 개발

∙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공모 경상북도

2020년
∙ 돌담장 및 초가 정비

∙ 금당실 관련 모바일 관광상품 개발 한국관광공사

2021년

∙ 돌담장 및 초가 정비, 전통 토속담장 설치∙ 관광객 편의를 위한 금당실 편의시설 개선∙ 금당야행 정례화 실시 ∙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조성
 
`22년도 완료



□ 추진현황 및 계획

◦2018년까지 : 돌담장 개‧보수 및 초가이엉 잇기 지원

◦2019. 4~12월 :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사업 시행

◦2019. 6~10월 : 돌담장 개‧보수 및 초가이엉 잇기 지원(74백만원)

    - 금당실마을 돌담길(62.5m) 정비 시행(35백만원)

    - 금당실마을 초가지붕 잇기 지원(6개소, 39백만원)

◦2019. 6~8월 : 금당실마을 야행프로그램 진행(20백만원)

◦2019. 9 ~ 2020.10월 :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96백만원)

◦2020.  3월 : 용문면 오미봉 태실 석함 복원 설치(5백만원)  

◦2020. 6~12월 : 돌담장 개‧보수 및 초가이엉 이기 지원(128백만원)

◦2020.  7월 : 금당실마을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진행(40백만원)

    - 도 관광정책과 경상북도 야간관광상품 공모 선정(2020. 2월)

◦2020. 10월 ~ : 모바일 관광상품 운영(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 연계)

    - 백두대간 파워스폿⌜왕의 구슬 조선의 활력⌟(25백만원)

◦2021. 6~12월 : 돌담장 개‧보수 및 초가이엉 이기 지원(118백만원)

◦2021. 7~11월 : 전통 토석담장 설치사업 추진(170백만원)

◦2021.    9월 : 금당실마을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진행(30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금당실마을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미진행

◦2021. 5월~2022. 4월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조성(1,000백만원)

□ 추진실적

◦돌담장 개‧보수 및 초가이엉 잇기 지원 정비 지원 강화

◦금당실마을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진행 및 정례화(2019. 6~8월, 2020. 7월)

    - 도 관광정책과 경상북도 야간관광상품 공모 선정(2020. 2월)    
◦모바일 관광상품 운영 – 백두대간 파워스폿⌜왕의 구슬 조선의 활력⌟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체험 관광 상품 운영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조성사업 조경부분 조성완료

□ 애로사항 및 협조사항

◦마을 정비 및 상품 개발 등 마을 주민들의 자생적 노력 필요

◦전통한옥개보수 사업을 통한 한옥 고택의 연차적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