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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아름다운 농촌과 휴양마을 선정 결과에
관한 통지
 중앙1호문건의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고, 생태문명 및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추진하고, 중국 전통
마을 및 특색 있는 민가(民居)를 보호하기 위해, 농업부에서는 2015년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농촌
휴양마을 추천 캠페인을 실시하였음.
 지방정부의 추천, 전문가의 심사평가 및 온라인 게시 등의 절차를 거쳐, 베이징시 미윈현(密云县)
스마타이촌(司马台村) 등 120개 마을이 2015년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농촌 휴양마을로 추천되었
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는 바임.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농촌 휴양마을 추천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농민의 취업 및 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국내 소비를 유도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개발하고, 농경문명을 전승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도농일체화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님.
 선정된 마을은 이를 영예롭게 생각하고, 관련 경험을 종합하고, 시범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동시에 농업기능을 한 단계 더 확대하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도농주민에게 시골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농촌 체험 및 휴양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할 것.
 각 급 휴한농업 관리부처에서는 조직적 지도를 강화하고, 정책조치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를 강화
하여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쾌적하고 편리한 가장 아름다운 농촌 휴양마을을 개발하도록 할 것.
 이를 통해 농업을 강하게 하고, 농촌을 아름답게 하고, 농민을 부유케 하고, 전면적인 샤오캉사회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
붙임 : 2015년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농촌 휴양마을 추천 명단
농업부 판공청
2015년 10월 9일

2015 ‣ 겨울 171

붙임: 2015년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농촌 휴양마을 추천 명단
특색 있는 홈스테이촌(33개) :
- 베이징시 미윈현(密云县) 스마타이촌(司马台村)
- 산시성(山西省) 핑야오현(平遥县) 류허촌(六河村)
- 랴오닝성(辽宁省) 선양시(沈阳市) 선베이신구(沈北新区) 슈광촌(曙光村)
- 장쑤성(江苏省) 이싱시(宜兴市) 푸시촌(洑西村)
- 장쑤성 루가오시(如皋市) 구좡촌(顾庄村)
- 저장성(浙江省) 저우산시(舟山市) 딩하이구(定海区)의 새마을(新建社区)
- 저장성 더칭현(德清县) 라오링촌(劳岭村)
- 안후이성(安徽省) 이현(黟县) 우리촌(五里村)
- 푸젠성(福建省) 우이산시(武夷山市) 샤하이촌(下梅村)
- 장시성(江西省) 진시엔현(进贤县) 타이핑촌(太平村)
- 산둥성(山东省) 자오좡시(枣庄市) 산팅구(山亭区) 홍먼촌(洪门村)
- 허난성(河南省) 신양시(信阳市) 스허구(浉河区) 수이시엔치아오촌(睡仙桥村)
-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汉市) 황포구(黄陂区) 장지아자촌(张家榨村)
- 후베이성 구청현(谷城县) 옌허촌(堰河村)
- 후난성(湖南省) 차링현(茶陵县) 워룽촌(卧龙村)
- 광둥성(广东省) 위난현(郁南县) 시바란자이촌(西坝兰寨村)
- 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난닝시(南宁市) 시샹탕구(西乡塘区) 종량촌(忠良村)
- 하이난성(海南省) 치옹하이시(琼海市) 베이렁촌(北仍村)
- 하이난성 원창시(文昌市) 후루촌(葫芦村)
- 충칭시(重庆市) 청커우현(城口县) 싱티엔촌(兴田村)
-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 원장구(温江区) 싱푸촌(幸福村)
- 구이저우성(贵州省) 싱이시(兴义市) 로우나촌(楼纳村)
- 구이저우성 안순시(安顺市) 시시우구(西秀区) 랑탕촌(浪塘村)
- 윈난성(云南省) 바오산시(保山市) 롱양구(隆阳区) 포쟈오촌(坡脚村)
- 윈난성 용런현(永仁县) 타이핑디촌(太平地村)
- 간쑤성(甘肃省) 쑤난현(肃南县) 위무좡촌(榆木庄村)
- 칭하이성(青海省) 쉰화현(循化县) 홍광상촌(红光上村)
- 칭하이성 지엔자현(尖扎县) 즈강라카촌(直岗拉卡村)
- 신장웨이우얼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이닝시(伊宁市) 부라커촌(布拉克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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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롄시(大连市) 뤼순커우구(旅顺口区) 롱후촌(龙湖村)
- 칭다오시(青岛市) 청양구(城阳区) 미엔화셔취(棉花社区)
- 샤먼시(厦门市) 통안구(同安区) 쥔잉촌(军营村)
- 신장생태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 제12사(第十二师) 서산농장(西山农场) 봉화대마을(烽火台小镇)
특색 있는 민속촌(30개) :
- 베이징시 팡산구(房山区) 황산디엔촌(黄山店村)
- 톈진시(天津市) 지현(蓟县) 궈지아거우촌(郭家沟村)
- 허베이성(河北省) 화이라이현(怀来县) 전비엔청촌(镇边城村)
- 허베이성 웨이창현(围场县) 먀오궁촌(庙宫村)
- 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항진허우기(杭锦后旗) 민건촌(民建村)
- 네이멍구자치구 자라이터기(扎赉特旗) 용싱촌(永兴村)
- 랴오닝성(辽宁省) 동강시(东港市) 장다오촌(獐岛村)
- 지린성(吉林省) 린장시(临江市) 쩐주촌(珍珠村)
- 지린성 창바이현(长白县) 궈위안(果园) 조선족 민속촌(朝鲜族民俗村)
-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지아인현)嘉荫县) 랴오위엔촌(辽原村)
- 상하이시(上海市) 총밍현(崇明县) 잉둥촌(瀛东村)
- 장쑤성(江苏省) 난징시(南京市) 리우허구(六合区) 다취안촌(大泉村)
- 저장성(浙江省) 티엔타이현(天台县) 호우안촌(后岸村)
- 푸젠성(福建省) 푸딩시(福鼎市) 츠시촌(赤溪村)
- 장시성(江西省) 총이현(崇义县) 수이난촌(水南村)
- 산둥성(山东省) 취푸시(曲阜市) 저우좡촌(周庄村)
- 허난성(河南省) 루양현(汝阳县) 파이루촌(牌路村)
- 후베이성(湖北省) 이창시(宜昌市) 이링구(夷陵区) 청룽촌(青龙村)
- 후난성(湖南省) 핑장현(平江县) 바이스촌(白寺村)
- 광둥성(广东省) 례산좡족야오족자치현(连山壮族瑶族自治县) 오우쟈촌(欧家村)
- 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이저우시(宜州市) 리우허셔취(流河社区)
- 하이난성(海南省) 바이샤현(白沙县) 바쟈오촌(芭蕉村)
- 구이저우성(贵州省) 총장현(从江县) 자처촌(加车村)
- 시장자치구(西藏自治区) 두이룽더칭현(堆龙德庆县) 상무촌(桑木村)
- 샨시성(陕西省) 자수이현(柞水县) 주쟈완촌(朱家湾村)
- 샨시성 미엔현(勉县) 황쟈거우촌(黄家沟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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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쑤성(甘肃省) 티엔주현(天祝县) 티엔탕촌(天堂村)
- 칭하이성(青海省) 먼위안현(门源县) 동쉬촌(东旭村)
- 신장웨이우얼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이닝현(伊宁县) 위췬웡촌(愉群翁村)
-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원촨현(温泉县) 아얼샤터촌(阿尔夏特村)
현대적 마을(38개)
- 베이징시(北京市) 차오양구(朝阳区) 가오베이뎬촌(高碑店村)
- 베이징시 순의구(顺义区) 리우좡후촌(柳庄户村)
- 톈진시(天津市) 우칭구(武清区) 난신좡촌(南辛庄村)
- 톈진시 베이천구(北辰区) 솽지에촌(双街村)
- 허베이성(河北省) 지저우시(冀州市) 베이네이장촌(北内漳村)
- 산시성(山西省) 핑딩현(平定县) 상난루촌(上南茹村)
- 산시성 신저우시(忻州市) 신푸구(忻府区) 베이허수오촌(北合索村)
- 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다마오롄허기(达茂联合旗) 황화탄촌(黄花滩村)
- 랴오닝성(辽宁省) 푸신멍구족자치현(阜新蒙古族自治县) 투후루촌(吐呼鲁村)
- 지린성(吉林省) 둔화시(敦化市) 샤오산촌(小山村)
- 지린성 위수시(榆树市) 피신촌(皮信村)
-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상즈시(尚志市) 위안바오촌(元宝村)
- 상하이시(上海市) 펑시엔구(奉贤区) 양왕촌(杨王村)
- 장쑤성(江苏省) 쥐롱시(句容市) 다이좡촌(戴庄村)
- 저장성(浙江省) 수이창현(遂昌县) 가오핑신촌(高坪新村)
- 안후이성(安徽省) 징현(泾县) 위에량완촌(月亮湾村)
- 안후이성 안칭시(安庆市) 이시우구(宜秀区) 양팅촌(杨亭村)
- 장시성(江西省) 우닝현(武宁县) 난핀촌(南屏村)
- 산둥성(山东省) 란링현(兰陵县) 다이촌(代村)
- 산둥성 창다오현(长岛县) 난황청촌(南隍城村)
- 허난성(河南省) 시아이현(夏邑县) 타이핑시촌(太平西村)
- 후베이성(湖北省) 리촨시(利川市) 주바촌(主坝村)
- 광둥성(广东省) 샤오관시(韶关市) 취장구(曲江区) 차오지아오완촌(曹角湾村)
- 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양슈오현(阳朔县) 펑로우촌(凤楼村)
- 하이난성(海南省) 치옹하이시(琼海市) 위량촌(鱼良村)
- 충칭시(重庆市) 디엔장현(垫江县) 비치아오촌(毕桥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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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칭시 우시현(巫溪县) 관펑촌(观峰村)
- 쓰촨성(四川省) 총저우시(崇州市) 우싱촌(五星村)
- 쓰촨성 푸쟝현(蒲江县) 진화촌(金花村)
- 윈난성(云南省) 지엔수이현(建水县) 투안산촌(团山村)
- 시장자치구(西藏自治区) 장즈현(江孜县) 반쥐에룬부촌(班觉伦布村)
- 샨시성(陕西省) 한중시(汉中市) 한타이구(汉台区) 화궈촌(花果村)
- 간쑤성(甘肃省) 우웨이시(武威市) 량저우구(凉州区) 칭팅촌(蜻蜓村)
- 칭하이성(青海省) 시닝시(西宁市) 청베이구(城北区) 타오베이촌(陶北村)
- 칭다오시(青岛市) 지모시(即墨市) 시장거좡촌(西姜戈庄村)
- 닝보시(宁波市) 펑화시(奉化市) 텅터우촌(滕头村)
- 샤먼시(厦门市) 하이창구(海沧区) 홍탕촌(洪塘村)
-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 제6사(师) 101단(团) 신싼롄(新三连)
역사적 고촌 (19개)
- 산시성(山西省) 핑순현(平顺县) 션롱완촌(神龙湾村)
- 랴오닝성(辽宁省) 싱청시(兴城市) 베이촌(北村)
- 상하이시(上海市) 칭푸구(青浦区) 장마촌(张马村)
- 상하이시(上海市) 펑시엔구(奉贤区) 하이완촌(海湾村)
- 장쑤성(江苏省) 신이시(新沂市) 산챠오촌(三桥村)
- 저장성(浙江省) 쟝산시(江山市) 쉰리촌(浔里村)
- 안후이성(安徽省) 셔현(歙县) 시옹촌(雄村)
- 푸젠성(福建省) 롄청현(连城县) 페이텐촌(培田村)
- 푸젠성 용춘현(永春县) 마오시아촌(茂霞村)
- 장시성(江西省) 후량현(浮梁县) 옌타이촌(严台村)
- 장시성 리촨현(黎川县) 저우후촌(洲湖村)
- 허난성(河南省) 허비시(鹤壁市) 허샨구(鹤山区) 왕쟈찬촌(王家辿村)
- 후베이성(湖北省) 바오캉현(保康县) 거란핑촌(格栏坪村)
- 광지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링촨현(灵川县) 장터우촌(江头村)
- 구이저우성(贵州省) 후이수이현(惠水县) 하오화홍촌(好花红村)
- 윈난성(云南省) 윈롱현(云龙县) 누오덩촌(诺邓村)
- 시장자치구(西藏自治区) 린즈현(林芝县) 주취덩촌(珠曲登村)
- 신장웨이우얼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터크스현(特克斯县) 치옹쿠스타이촌(琼库什台村)
- 닝보시(宁波市) 위야오시(余姚市) 스린촌(柿林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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