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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체험형치즈테마관광지

지난 2010년 개장한 임실치즈테마파크

는 관광객들에게 치즈 체험 관광에 대한

색다른경험을제공하고있다

지난 2004년부터 8년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축구장 19개 넓이의 드넓은 초원 위

에조성된임실치즈테마파크는치즈캐슬

홍보관 체험관 놀이시설 유가공공장

방문자 센터 치즈과학연구소 판매장 등

치즈에관한모든것을한눈에만날수있

는 국내 유일의 체험형 치즈테마 관광지

이다

치즈캐슬은귀족들이살던유럽의성을

그대로 재현한 듯 한 건축물로서 임실치

즈테마파크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고있다

1층에는 250석 규모의 치즈전문식당인

프로마쥬 레스토랑 2층에는 임실N치즈

의 역사교과서이자 박물관인 홍보관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마쥬 레스토랑에서는

치즈스파게티 치즈돈가스 임실치즈피자

등 임실치즈의 본연의 맛을 제대로 살린

다양한음식들을만나볼수있다

총 3개동으로 구성된 체험관은 드넓은

초지를끼고옹기종기자리잡은유럽풍의

건물들로 임실N치즈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넉넉한 체험학습공간으로 구성된 치즈

관 테마관 파크관에서는 청정원유로 만

드는 웰빙 임실N치즈체험 우리 쌀도우

로 만드는 오감만족 임실N치즈피자 체

험 세계의 다양한 치즈요리를 직접 만들

고 맛보는 유럽정통 요리 체험 등이 진행

되고있다

치즈팜랜드조성사업8월말완공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체험관광을 특화

한 치즈팜랜드조성사업이 오는 8월말 완

공되면임실낙농업및대한민국을대표하

는 최고의 체험관광지로 부상할 전망이

다

임실군은지난 2011년부터지금까지총

사업비 204억여원을 들여 4D영상발효체

험관 치즈레스토랑 아펜젤홀 문화예술

갤러리 판매샵 발효숙성실 지정환신부

삶터복원 유가축장 건립사업 등을 추진

하고있다

이를 통해 임실치즈테마파크가 대한민

국 체험관광의 중심은 물론 임실치즈의

생산과 유통 등 치즈산업의 구심점이 될

수있도록하고임실치즈테마파크만이가

진 연구시설과 치즈생산 및 판매시설을

바탕으로체험학습장을확대 치즈종합특

구로서의기능을완벽히구축한다는방침

이다

4D영상발효체험관은 1회 44명이 치즈

발효과정을 4D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치즈레스토랑은 106명이 동시 이용 가능

하며회의 공연등의시설을갖춘아펜젤

홀은 180명을수용할수있다

또한 문화체험과 캐릭터 상품 등을 판

매하는 문화예술갤러리와 판매샵이 건립

되고우리나라최초의치즈공장이복원되

며 치즈숙성 치즈제조시연 와인바 등이

설치되는 발효숙성실 다양한 가축 체험

시설인유가축체험장등이들어선다

제2회임실N치즈축제개최

오는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임실

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회

임실N치즈축제는 임실치즈및치즈테마

파크의 인지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

로기대를모으고있다

임실군은다른지자체와차별화된임실

N치즈 콘텐츠를 활용해 축제 경쟁력 인

프라를확보하고대한민국최고의문화관

광산업축제로의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추진하고있다

이 축제는 임실N치즈를 소재로 하는

체험관광형 축제로 임실N치즈 전국적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지역특산품 판매

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

다 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

전북일보강현규김윤정기자

농업의 6차산업화로농촌체험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프로그램도다양해

지고있다전국 850여개가넘는체험마을들은마을만의독특한체험프로그램

을 개발해 체험객을 불러 모은다 특히 농생명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전북에서

는 6차 산업이농촌의신산업 모델로뜨면서 삼락농정(三樂農政)실현을 위

해농촌체험여행지를집중육성하고있다 그 대표적사례가임실군성수

면에 있는 임실치즈테마파크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스위스 아펜젤러

를떠올리게하는국내유일의 치즈테마 체험형관광지이다 1967년벨

기에에서온지정환신부(본명디디에세스테반스)는소일거리가없는

마을청년들을보고기르고있던산양두마리로치즈를만들기시

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임실군의 치즈산업은 이제 반세기가

흘러우리나라의대표체험관광산업으로자리

매김했다

치즈테마 체험형 관광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유럽풍치즈의나라서문화충전

치즈캐슬체험관놀이시설

축구장 19개 넓이 드넓은초원

4D영상발효체험관갤러리등

치즈팜랜드이달말완공

10월 69일 임실N치즈축제

전북

위부터임실치즈테마파크전경

젖짜기체험

지난해열린임실N치즈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