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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개요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60여 년간 조성·관리되어온 전라북도의 소양시험림이 가진 우수한 산림자
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면서, 만덕산과 웅치전적지 등 시험림에 산재한 자연생태·
역사·문화자원을 접목하여 복합 산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육성하기 위한 중
장기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가족단위 관광객 증가와 자연 속에서의 힐링 및 치유 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숲 체험 경
험을 전주와 인접한 도시 근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소양시험림의 명품숲 조성 방안
을 도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를 제시함
연구 체계
❍ 첫째, 전라북도의 관광객수 변화와 사람들의 숲 체험에 대한 인식, 위치기반의 소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내 자연관광객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산
림휴양의 최근 경향을 파악함
❍ 둘째, 국가와 전라북도 및 완주군의 산림휴양 관련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외 숲
체험시설 조성 사례를 분석하여 소양시험림에 적합한 산림문화휴양과 새로운 숲 체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소양시험림 내 조림지와 만덕산-호남정맥이 보유한 생물자원 등 자연․생태적 자
원현황과 웅치전적비 및 4대 종교 순례길 등 역사·문화자원을 분석하고, 토지이용규
제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시험림의 개발 제약요인을 파악함
❍ 넷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양시험림을 보전하면서 복합 숲 문화 체험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는 장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방향과 차별화 전략, 비전·목표·추진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를 제안하고, 국비 등 관련예산 확보 및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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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라북도 산림휴양 경향 및 정책동향
전라북도 산림휴양 경향
❍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에서 제공하는 최근 5년간(2016~2020년)의 전
라북도 관광객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관광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118곳 → 200
곳)하였고, 관광객수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한 것으
로 분석됨(2016년 31백만명 → 2019년 39백만명)
❍ 완주군은 전라북도 전체에서 관광지 수는 3위(8.5%, 17개소)로 높은 편이었으나 관
광객 수는 6위(6.3%, 133만명)에 그쳤으며, 이러한 결과는 고산자연휴양림, 대둔산케
이블카, 대아수목원, 모악산도립공원 등 일부 관광객이 몰리는 자연관광지를 제외하
고는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가 부족한 것이 하나의 원인
으로 지목할 수 있음
❍ 네이버 데이터랩(https://datalab.naver.com/),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를 이용하여 전라북도에서 사람들의 산림과 숲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함
❍ 분석결과 장년층과 노년층에 비해 유아와 어린이 및 청년층의 산림이 대한 관심이 저
조하였던 반면에 언론기사를 반영한 빅카인즈에서는 아이들, 숲교육, 힐링, 휴양림 등
의 키워드가 상위로 나타나 앞으로 어린이와 숲 체험 관련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
음을 알 수 있었음

[그림 1] 네이버 데이터랩을 활용한 전라북도 산림분야 관심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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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소셜빅데이터 플랫폼인
Flickr(https://www.flickr.com/) 자료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관광객의 공간분포
(2005~2020년)를 분석한 결과 자연관광지 중에서는 덕유산(무주리조트), 마이산, 내
장산, 대둔산, 변산반도, 선운산 등에 탐방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케이블카, 탐방로, 전망대 등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요 탐방 지원 시설이 배치된
곳에 관광객이 몰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소양시험림과 같은 새로운
숲 체험시설을 조성할 때 수요자의 선호요인을 분석하되,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의미함

[그림 2] 전라북도 자연공원 및 수원함양보호구역(제1종)의 Flickr 공간분포

산림휴양 정책동향
❍ 산림청의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과

전라북도의

제6차

지역산림계획

(2018~2037)에서는 산림문화·휴양 인프라의 확충 부문의 과제로 산림문화·휴양 복합
플랫폼 육성, 캠핑 및 산림레포츠와 결합한 산림휴양시설의 특성화를 도모하고, 장거
리 트래킹 수요 충족을 위한 둘레길 조성, 지역사회 문화자산 발굴 및 보전, 임도 및
숲길과 연계한 복합 산림레포츠 시설 지구 조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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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 수립된 산림복지진흥계획(2018~2022)에
서는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을 통해 유아 및 청소년의 숲체험을 확대하고,
숲길과 산림레포츠시설을 통해 숲에서 국민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생활권 휴양 및 야영공간 확보를 과제로 제시함
❍ 완주군에서는 완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2017~2026)을 통해 산림에서 동물을 체험할
수 있는 에코(ECO)사파리 공원 조성, 가족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생태
체험마을 조성, 건강과 힐링 수요 충족을 위한 산림치유로드 및 죽림온천 등을 과제
로 제시함

국내외 숲 체험시설, 숲길 및 숲 호텔 조성사례
❍ 국내 5곳(광릉숲(경기), 사려니숲(제주), 화담숲(경기), 국립산림치유원(경북)) 및 국외
1곳(화카레와레와 숲(Whakarewarewa Forest, 뉴질랜드))의 숲 체험시설 조성 사례
를 조사하고, 화담숲에 대해서는 현장답사(22년 1월 25일)와 전문가 자문(2월 10일)
을 통해 숲을 조성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경사 등 제약요인의 극복 방법과 주요 방문
객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듣는 과정을 거침
❍ 또한 2021년 11월에 지역에서 조성한 숲길로는 최초로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국가숲
길에 선정된 충남의 내포문화숲길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지역의 산림자원과 백제
말기 나당연합군을 맞아 항전했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천주교 순례길 등을 엮어서
장거리 국가숲길로 조성한 사례를 분석함
❍ 아울러 소양시험림에 도입을 검토중인 숲 속의 숙소인 트리하우스(treehouse) 기반
의 나무호텔 국내외 사례 3곳을 검토함
❍ 사례검토 결과 첫째, 최근 건립되고 있는 숲 체험시설과 장거리 숲길 등은 지역이 가
진 수종과 야생생물을 포함한 생태자원뿐만 아니라 숲과 얽힌 옛 역사와 문화 이야기
를 잘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요소로 가미하고 있었음
❍ 둘째, 가족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를 포함한 전 연령층이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영아 및 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무장애 체험로를 조성하는 곳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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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주·야간 전천후로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과 산림을 헤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트리워크와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새롭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숲 체험요소를 제공함

[그림 3] 뉴질랜드 화카레와레와숲 레드우드 트리워크 코스 지도

3. 소양시험림 자원 현황 분석
입지현황 분석
❍ 소양시험림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일대에 위치하며, 새만금포항고속도로,
26번국도를 통해 전주와 진안으로 30분 이내에 연결되어 전국 및 전주에서의 접근성
이 매우 좋음
❍ 682ha의 부지가 3개의 구역 7개 필지(산 18-1 및 18-2, 산 1-2 및 1-4, 산 1-6, 산
1-1 및 산108-2)로 나뉘어져 있어 동선의 배치와 진입로의 집중에 애로사항이 있고, 전
체 면적의 92% 이상이 20° 이상의 경사로 급경사지가 많고 험준한 산악지형을 이루는
곳이 많아 산림휴양과 관련된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경사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
❍ 완주군 관내 소양시험림과 20km이내 거리에 고산자연휴양림, 대아수목원, 상관 공기
마을 편백숲, 대둔산도립공원, 모악산도립공원, 경천 싱그랭이 생태관광지 등의 자연
및 생태자원 기반의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어 연계 관광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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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양시험림 위치

[그림 5] 소양시험림 경사

산림·생태자원 현황
❍ 682ha의 부지 중 시험조림지가 218ha로 약 1/3의 면적을 차지하며, 1959년부터
리기테다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가 식재되기 시작한 이래로 2017년까지 강송, 전나무,
백합나무, 삼나무, 테다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화백 등 약 45종 489,338본의 나무
가 식재되어 다채로운 수종으로 구성된 우수한 산림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천연림은 약 410ha(2/3)에 이르며 산 18-1번지 남측의 만덕산에서 웅치전적비에 이
르는 구간과 산 1-4, 산 1-6 및 산 108-2번지의 동측 진안군 부귀면과 맞닿은 호남
정맥 사면으로는 천연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숲의 대부분이 3~4영급(21~40년생)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밀도는 밀(교목의 수관
점유 면적이 71% 이상)인 지역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나 10대 외국유망수종 조림지
등 일부 조림지는 5영급 이상인 숲이 분포하고 있으며, 산 18-1번지 산지당골 안쪽
으로는 숲의 밀도가 중(교목의 수관점유 면적이 51~70%)인 지역이 있어 산림휴양시
설의 배치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 환경부에서 조사한 전국자연환경조사(제3차 및 제4차; 2006~2018년) 자료에 따르면
붉은배새매, 삵, 담비 등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이 호남정맥을 중심으로한 능선 주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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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고 있으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써 산지습성림(들메나무-층층나무 군락)이
만덕산 주변으로 나타나 생태적으로 양호한 천연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6] 리기테다소나무 조림지

[그림 7] 백합나무 조림지

[그림 8] 10대 외국유망수종 조림지 중 수령 50년 이상 백합나무림

역사·문화자원 현황
❍ 소양시험림 부지 중 산 18-1번지 만덕산에서 진안군 부귀면으로 넘어가는 웅치길 임
도 구간에는 1592년 임진왜란 시 관군과 의병들이 왜군과 장렬히 싸운 것을 기념하
는 웅치전적비가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역사학계의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덕봉마을
에서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에 이르는 산 1-4번지 남측에 이르는 덕봉길(480m)을 중
심으로 옛 웅치전투 관련 인골이 발굴되는 등 역사적 발굴성과가 드러나고 있음
❍ 또한 불교·천주교·기독교·원불교 등 4대 종교 성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전라북도 ‘아름
다운 순례길’ 240km 중 제1코스가 만덕산을 중심으로 소양시험림 부지를 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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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웅치전적비

[그림 10] 덕봉길(웅치길) 개념도

[그림 11] 아름다운 순례길 이정표

4. 소양시험림 숲체험 기반조성 전략
기본방향
❍ 소양시험림의 숲 문화 체험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사람 중심의 기존 산림휴양에서 벗
어나 숲 속에서 숲의 자연 및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숲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누
리는 장소로 발전’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① 전라북도 지역의 숲 조성 역사와 생태보전 연구를 교육하고, ② 웅치전
적비를 비롯한 숲길을 통해 임진왜란 항전 역사를 체험하며, ③ 주 야간 및 이동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오감을 통해 숲을 경험하고, ④ 친환경 목재소재 기반의 전통조경
디자인이 반영된 숲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⑤ 소양면 마을주민과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먹거리와 숲 문화예술을 만들어 나가는 장소로 육성시키고자 함

차별화 방안
❍ 소양시험림이 보유한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자원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되,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전 세대가 누구나 쉽게 무장애로 숲에서 경
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과 예술가가 참여
하여 숲 문화 체험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차별화 전략으로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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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소양시험림의 복합 숲 체험공간 차별화 방안

비전, 목표, 추진전략
❍ 소양시험림의 명품 숲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과제로 5가지를 제시함

[그림 13] 소양시험림 명품 숲 조성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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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1. 공간계획을 통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
- 만덕산과 호남정맥 및 시험림에 대한 학술연구 진행지역 등 보호가 필요한 곳은 핵심구역(Core area)
으로 묶어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학술적 조사연구와 최소한의 생태교육을 실시하며, 핵심구역 주변
50~100m 이내 지역을 완충구역(Buffer area)으로 묶고 숲 생태교육과 생태체험, 임진왜란 항전 역사
문화를 체험하는 숲길을 조성하고, 주요 조림지역과 임도 주변의 개방공간에는 협력구역(Transition
area)으로 조성하여 트리워크와 숲 전망대, 숲 슬라이드, 어린이 자연생태놀이터, 숲 오감체험활동과 숲
음악회 등 다양한 이용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함

❍ 추진전략2. 자원 특성을 활용한 명품 숲 체험기반 조성
- 1960년대부터 조성된 조림지에서 리기테다소나무, 백합나무, 전나무, 삼나무 등의 숲이 제공하는 경관
과 형상(시각), 새소리와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청각), 수피와 잎, 열매 등의 질감(촉각), 숲 냄새(후
각) 및 숲 음식문화(미각)를 체험
- 수고 약 30m에 이르는 숲의 상층부(약 20m)에 조성된 숲 워크(treewalk)를 걸으며 숲의 수직적 구조
와 새소리 및 열매, 숲의 경관 등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활용하
여 숲 속에 조성된 숲 호텔에서 휴식하는 경험을 체험함으로써 숲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안식을 체험함
- 만덕산-호남정맥의 산지습성림 생태계(들메나무-층층나무 군락)가 간직한 다양한 생물자원과 2~3월경
복수초 군락 및 4~5월 피나무 군락 등 다양한 야생화를 감상
- 웅치전적비에서 덕봉마을에 이르는 구간과 만덕산 주변의 4대종교 순례길을 걸으며 웅치 임진왜란 항전
역사와 박해를 피해 생활을 영위했던 종교인들의 삶을 체험

❍ 추진전략3.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는 숲
- 소양시험림의 급경사와 접근성 제약사항을 극복하면서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들에게 누구나 쉽게 숲
체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무장애 수평 방향의 목재데크로 조성된 숲길을 임진왜란 항전역사 숲길과
만덕산-호남정맥 숲 생태 체험 길에 조성
- 어린이와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숲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숲에서 즐기는 속도감 등 짜릿한 경험을 제
공하기 위해 숲 슬라이드, 숲 속 놀이터 등의 체험 시설을 조성함

❍ 추진전략4.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숲 문화공간 실현
- 소양면의 두목마을 등 마을공동체가 참여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로컬푸드)를 숲 체험시설과 숲
호텔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소양시험림의 운영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소양시험림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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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과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가와 미술가들이 참여하여 숲 속의 음악회와 미술작품 전시를 통
해 소양시험림만의 숲 문화를 만들고 방문객들에게는 고품격 숲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함

주요과제
❍ 소양시험림의 숲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주요과제로 다음과 같이 5개 과제로 ① 소양
명품 숲 걷기 공원, ② 숲 안식 체험 타운, ③ 오감만족 힐링·치유 숲, ④ 만덕산-호
남정맥 숲 생태 체험길, ⑤ 웅치길 임진왜란 항전 역사 숲길을 제안함

추진방법 및 예산확보 방안
[표 1] 과제별 사업내용 및 예산확보
과제명

내용

국가예산사업

관계기관

•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

도

• 산림복지단지 조성

산림청

기간

소양 명품 숲
걷기 공원

• 숲 전망공간 조성(전망대, 출렁다리,
전망타워, 스카이워크)
• 숲 체험시설 조성(트리워크,
숲 슬라이드)

숲 안식 체험
타운

• 숲 레포츠 시설 조성(모노레일,
산악자전거 코스)
• 산림휴양시설 조성(캠핑장, 자연학습장,
숲속정원, 숲 호텔, 탐방로)

• 산림복지단지 조성

산림청

2029~
2035

오감만족
힐링·치유 숲

•
•
•
•

백합나무 숲 체험원
리기다-테다 소나무 숲향기 산책로
숲 맛보기 체험장
숲 예술 체험장

• 지방정원

산림청

2026~
2028

만덕산-호남정
맥 숲 생태
체험길

•
•
•
•

야생화 탐방로
숲 속 놀이터
무장애탐방로
한옥형 마루 전망대

• 국가생태탐방로
• 숲길 조성사업

환경부

2023~
2025

• 웅치 임진왜란 항전 국가숲길

• 국가생태탐방로
• 숲길 조성사업

산림청

• 웅치 전적지 공원
• 웅치전투 무덤 성역화

•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사업
• 지역문화재활용사업

문체부

웅치 임진왜란
항전 역사 숲길

2029~
2035

20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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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소양시험림은 60여 년간 조성된 우수한 산림자원과 웅치전적지 등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복합 산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중 하나임
- 1959년 리기테다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식재를 시작으로 1966년에 시험림으로 지정되었으며, 62년의
우리나라 산림녹화사업(조림) 역사가 깃든 곳임
- 전주 등 권역 내 핵심도시와 가까운 접근성과 주변에 오성한옥마을, 대승한지마을, 화심순두부와 같은
볼거리와 먹거리 등 연계 자원이 풍부하여 근교형 산림문화 체험장소로 육성 가능함

❍ 국민소득과 여가시간 증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규모·체험·체류형 관광이 각광받고
있고, 산림치유와 숲 문화 체험 등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어 새로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됨
- 전국 산림복지서비스(자연휴양림, 숲체원, 수목원 방문객 등) 수혜인원은 2011년 1,221만 명에서
2016년 1,798만 명으로 증가함(산림청, 2017)
- 2015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국민 96%가 ‘산을 찾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46.3%가
‘산림을 휴양ㆍ휴식장소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산림청, 2017)
- 산림레포츠(패러글라이딩, 짚라인, 산악자전거, 산악놀이터, 암벽등반 등)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 조성 증가

❍ 전라북도는 최근 숲치유와 힐링을 위한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나 복
합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부족한 실정임
- 국립새만금수목원(2018~2026), 국립지덕권치유원(진안, 2018~2023), 국립익산치유의숲(2022~2023)
등이 조성 중이나 휴양, 치유 등 특정 산림휴양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시가지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조
성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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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게 질 높은 복합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양시험림이 가진 산림
자원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역사·문화와 먹거리, 지역 자원을 융합한 시설과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 본 연구는 60년 이상 조성된 소양시험림 명품숲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면서 휴식과
힐링, 교육과 문화가 함께함으로써 국민에게 복합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숲으로 조
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
1) 소양시험림 자원 현황 분석
❍ 입지 현황 분석
- 면적, 인구, 교통, 산업(농산업, 관광업) 현황

❍ 산림·생태자원 현황 분석
- 기상 및 기후, 토양, 지형, 하천 현황
- 임상, 산림생태, 동·식물 분포, 지질 자원

❍ 역사·문화자원 현황 분석
- 웅치전적비, 정여림 민주운동 등 지역과 관련된 역사 현황
- 완주군 및 소양면 일대 박물관, 전시관, 관광지, 유·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현황
- 소양면 일대 마을자원 및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 토지이용규제 현황 분석
- 보전산지, 산림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및 행위제한 분석
- 소양시험림과 인근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시설·프로그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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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라북도 산림휴양 경향 분석
❍ 전라북도 산림휴양분야 관광현황 분석
- 전라북도의 관광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한 산림휴양분야 관광현황 분석

❍ 소셜빅데이터(Social big data)를 이용한 전라북도 산림휴양 수요 분석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인 빅카인즈 키워드 분석을 활용한 국민의 산림휴양분야
수요 및 주요 이슈 분석
- Flickr 등 사진자료 온라인 게시 플랫폼을 활용한 주요 관광지의 자연 기반 관광(Nature Based
Tourism) 공간적 분포 분석

3) 국내외 산림복지서비스 정책동향 분석
❍ 정부부처 및 지역 산림휴양분야 정책 및 추진사업 분석
- 산림청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 산림복지진흥계획(2018~2022), 제6차 전라북도 지역산림계획
(2018~2037), 완주군 산림관련 계획 중 산림휴양분야 계획사업 검토
- 산림청 및 유관부처 산림·레저·관광분야 국비지원사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외 산림휴양분야 정책 및 추진사업 분석
- 산림선진국의 산악관광, 산악호텔, 산악레포츠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시설·프로그램 개발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4) 소양시험림 명품숲 조성 전략구상
❍ 기본방향
- 소양시험림의 산림자원 보전과 복합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화 기본 방향 및 추진전략 도출

❍ 보전 및 이용구역 설정
- 보전과 개발이 조화될 수 있도록 소양시험림 사업화 지역에 대한 기능 중심의 구역(연구 및 보전 강화
지구, 산림휴양지구, 지역사회 발전지구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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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가능 시설 검토
- 한국육림역사체험관(교육·전시), 임진왜란 항전 체험 숲길(역사), 한류 숲 문화 체험(문화), 오감만족 숲
힐링 테마파크(휴양), 한옥 테마 트리하우스 호텔(숙박)

❍ 추진전략
-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국비 확보방안 제시

나. 연구 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문헌조사
-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산림정 정책 및 제도, 타 지역의 유사사례 검토를 위해 관련
문헌자료를 수집·활용

❍ 사례조사 및 현장답사
- 국내 및 국외에서 최근 산림레포츠, 산악관광, 산림호텔 등 새로운 산림문화휴양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도입사례들을 관련자료와 현장 선진지 답사(국내) 등을 통해 분석
- 소양시험림의 산림자원과 역사·문화자원, 지역의 먹거리 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답사 실시

❍ 소셜빅데이터 분석
- 전라북도 지역의 산림휴양수요 분석을 위해 빅카인즈 키워드 분석, Flickr 사진자료 게시 공간분포 분석
등을 통해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도출

2) 전문가 자문방법
❍ 산림휴양시설 조성 분야 전문가 자문
- 국립산림과학원(산림자원, 산림휴양, 산림복지), 대학(산림자원시설개발), 지역(산촌마을) 전문가 대상
서면자문 및 자문회의(보고회)를 통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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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산림휴양 전문가(LG그룹 운영 경기도 광주군 화담숲)를 통해 산림휴양시설 조성 방향 전문가 서면자문

다. 연구의 흐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소양시험림의 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분야 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방안 제고 필요
⇩

산림휴양 자원현황 및 수요 분석

소양시험림 자원 현황 분석
• 입지, 산림생태, 역사문화자원
현황 분석
• 토지이용규제 현황 분석

전라북도 산림휴양 경향 분석

⇩

• 전라북도 산림휴양 관광현황 분석
• 소셜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휴양 경향 분석

산림휴양 정책동향 분석
• 정부부처 및 지역 산림휴양 정책·추진사업 분석
• 국외 산림휴양분야 정책·추진사업 분석
⇩

문헌조사
사례조사
소셜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
(원고포함)

문헌조사
소셜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

소양시험림 명품숲 조성 전략구상
• 기본방향 및 공간구역 설정
•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도출
• 국비확보 등 추진전략 마련

전문가 자문
관계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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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기대효과
❍ 소양시험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면서 다채로운 숲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
기 추진전략과 과제 제시를 통해 소양시험림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에게 복합 산림휴
양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기여
❍ 전라북도 산림휴양 경향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의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소양시험림에 특화되면서 차별화된 명품 숲 체험공간으로 육성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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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산림휴양 경향 및
정책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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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산림휴양분야 관광현황
가. 전라북도 시군별 관광객 수
❍ 전라북도 내 관광객 측정지점은 2016년 118곳에서 2020년 200곳으로 증가됨
❍ 전라북도 관광객 수는 2016년 31,001천 명에서 2019년 39,224천 명으로 매년 증
가하였으나 2020년 21,039천 명으로 전년 대비 46.4% 크게 감소하였음. 이는 2019년
말 코로나(COVID-19) 발병 후 관광시장이 크게 주춤하면서 2020년 전라북도 관광객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2020년 연평균증가를 보이는 시군은 군산시(20.5%), 익산시(20.6%), 임실군
(10.3%), 순창군(1.7%)으로 나타남
- 군산시는 2018년 고군산 4개 섬을 잇는 도로(군산시 새만금방조제∼신시도∼무녀도∼선유도∼장자도를
왕복 2차선, 총 8.77km)가 개통되어 교통 및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선유도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 선유도 관광객 수 : ’16년 1,055천명 → ’17년 1,637천명 → ’18년 3,078천명 → ’19년 2,974천명 →
’20년 2,880천명

- 익산시는 미륵사지 관광객 수가 점진적 증가하고 관광 측정지점수가 늘었으며, 임실군은 임실치즈테마파크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순창군은 2020년 체계산출렁다리의 관광객 수가 집계되면서 연평균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 전라북도 관광객 수 추이(2016~2020년)
(단위 : 명, %)

연평균
증감률

’19-’20
증감률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라북도

31,001,158

36,977,069

38,093,016

39,223,684

21,038,783

-9.2

-46.4

전주시

2,465,394

2,636,740

3,112,499

3,298,673

1,260,418

-15.4

-61.8

군산시

2,189,207

3,250,898

5,843,560

6,075,429

4,609,995

20.5

-24.1

익산시

485,381

606,720

841,745

1,153,847

1,027,851

20.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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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평균
증감률

’19-’20
증감률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정읍시

1,286,363

1,460,168

1,279,747

1,598,499

979,388

-6.6

-38.7

남원시

4,677,860

5,126,761

5,167,765

5,072,412

2,899,760

-11.3

-42.8

김제시

1,379,967

1,924,120

1,187,960

1,665,279

316,990

-30.8

-81.0

완주군

3,701,098

4,000,030

4,040,372

4,235,316

1,332,245

-22.5

-68.5

진안군

1,219,038

1,389,508

1,205,928

1,324,602

722,560

-12.3

-45.5

무주군

4,704,757

5,195,795

4,384,208

3,607,386

2,522,992

-14.4

-30.1

장수군

356,738

457,724

566,243

510,521

243,897

-9.1

-52.2

임실군

576,610

673,836

642,019

955,525

853,202

10.3

-10.7

순창군

1,328,094

1,586,708

1,565,192

1,533,288

1,420,774

1.7

-7.3

고창군

4,807,414

5,968,330

5,990,018

6,008,494

2,073,288

-19.0

-65.5

부안군

1,823,237

2,699,731

2,265,760

2,184,413

775,423

-19.2

-64.5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 2020년 전라북도 총 관광객 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시군은 군산시로 21.9% 비중을
차지하였고, 남원시(13.8%), 무주군(12.0%), 고창군(9.9%), 순창군(6.8%)에 이어 완주군이
6.3%(관광객 수 1,332천 명) 비중으로 전북 6순위를 보였음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2020년 기준

[그림 2-1] 2020년 전라북도 관광객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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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전라북도 시군별 관광객수 및 측정지점(2020년)
(단위 : 명, %)

구분

관광객수(명)

전북내
비율(%)

전라북도

21,038,783

1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1,260,418

4,609,995

1,027,851

979,388

6.0

21.9

4.9

4.7

개소
200

측정지점

13

경기전, 국립전주박물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스파라쿠아 전주온천, 어린이창의체험관,
전북예술회관, 전주동물원, 전주한벽문화관,
전주한옥레일바이크, 전주한지박물관, 팔복예술공장,
한국도로공사수목원, 한국전통문화전당

12

경암동철길마을,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새만금오토캠핑장,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군산컨트리클럽, 금강철새조망대, 선유도, 월영봉*,
은파호수공원, 청암산, 청암산 오토캠핑장, 초원사진관,
테디베어박물관

16

가람문학관, 고스락, 나바위성당, 달빛소리수목원,
마한박물관, 미륵사지, 생태동물체험관 액션하우스,
성당포구마을(금강체험관), 왕궁리유적전시관,
왕궁보석테마관광지(보석박물관),
왕궁보석테마관광지(화석전시관), 웅포캠핑장,
익산교도소세트장, 익산근대역사관, 입점리고분전시관,
함라한옥체험관

18

국립전북기상과학관, 김명관고택, 꽃두레 행복마을
센터, 내장산 골프앤리조트, 내장산국립공원(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무성서원, 백정기의사기념관,
송참봉조선동네, 옥정호구절초테마공원, 정읍
시립미술관, 정읍 첨단과학관, 정읍시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정읍시립박물관,
칠보물테마유원지(전시관), 태산선비마을, 피향정,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남원시

2,899,760

13.8

17

광한루원, 교룡산국민관광지, 국악의성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남원관광지,
남원상록골프장, 남원시 옻칠공예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만인의총,
수지미술관, 실상사, 지리산국립공원(남원시),
지리산길(1~3코스), 지리산허브밸리, 춘향테마파크,
혼불문학관

김제시

316,990

1.5

5

김제 스파힐스 컨트리클럽, 김제문화예술회관,
모악산도립공원, 벽골제관광지, 아리랑 문학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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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광객수(명)

전북내
비율(%)

개소

측정지점

완주군

1,332,245

6.3

17

경천애인농촌사랑학교,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창포마을,
구이 안덕마을, 놀토피아, 대둔산케이블카,
대승한지마을, 대아수목원,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두억 봉서골마을, 모악산도립공원(완주군), 비봉
힐조타운, 삼례문화예술촌, 이서물고기마을,
인덕두레마을, 전북도립미술관, 청정테마센터

진안군

722,560

3.4

7

구봉산, 데미샘 자연휴양림, 마이산 도립공원,
운일암반일암관광지*, 운장산자연휴양림,
진안가위박물관, 진안고원치유숲, 진안홍삼스파,

18

나봄리조트, 덕유산국립공원(구천동),
덕유산국립공원(적상산), 덕유산국립공원(칠연지점),
덕유산자연휴양림, 머루와인동굴,
무주덕유산리조트(레포츠), 무주덕유산리조트(카니발),
무주안성cc, 무주종합수련원, 무주향교,
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 반디랜드, 자연환경연수원,
적상산사고지, 최북미술관·김환태문학관, 태권도원,
한전양수발전처

13

논개 – 논개생가지, 논개 – 의암사(논개사당), 뜬봉샘,
렛츠런팜 장수목장, 방화동가족휴가촌,
와룡자연휴양림, 장수가야홍보관, 장수골프리조트,
장수누리파크, 장수도깨비전시관, 장수승마레저파크,
전해산 기념관, 정인승기념관

15

국립임실호국원, 도화지도예문화원, 사선대 해피랜드,
섬진강댐 물문화관, 성수산자연휴양림,
세심자연휴양림, 소충사, 임실치즈마을, 임실치즈스쿨,
임실치즈요리체험학교,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북119안전체험관, 전북종합사격장, 청소년수련원,
필봉농악전수교육관

17

강천산 군립공원, 고추장익는마을, 금과황토열매마을,
녹두장군 전봉준관, 발효소스토굴, 산림박물관, 섬진강
미술관, 섬진강 자전거길(순창 장군목 구간), 섬진강
향가오토캠핑장, 순창건강장수체험과학관, 순창군
승마장, 옥천골 미술관, 웅이네캠핑장, 장류체험관,
채계산 출렁다리, 회문산휴양림, 훈몽재

13

고창고인돌유적, 고창읍성, 고창컨트리클럽,
골프존카운티선운, 무장읍성, 미당시문학관, 상하농원,
석정온천관광지(휴스파), 석정힐 컨트리클럽, 선운산
도립공원, 장호갯벌체험마을, 판소리박물관,
하전갯벌체험마을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2,522,992

243,897

853,202

1,420,774

2,07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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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2

4.1

6.8

9.9

구분

관광객수(명)

부안군

775,423

전북내
비율(%)

3.7

개소

측정지점

19

금구원야외조각미술관, 대명리조트변산 아쿠아월드,
모항해나루가족호텔야외풀장,
변산반도국립공원(남여치), 변산반도국립공원(내변산),
변산반도국립공원(내소사), 변산반도국립공원(원암),
부안누에타운, 부안청자박물관, 상록해수욕장,
새만금전시관, 석정문학관,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영상테마파크, 원숭이학교, 위도,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청림청소년수련시설(천문대), 휘목미술관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 : 군산시 월영봉, 정읍시 운일암반일암관광지는 2020년 관광객수 집계되지 않음

나. 완주군 주요관광지별 관광객 수 추이(2016년~2020년)
❍ 완주군은 2017년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비봉 힐조타운, 2018년 놀토피아 3곳이
집계대상지로 추가됨에 따라 완주군의 관광객 측정지점은 17개소임
❍ 2020년 기준 완주군 내 관광객 방문이 가장 많은 곳은 모악산도립공원(완주
군)(51.6%)이었으며,

대아수목원(17.4%),

대둔산케이블카(11.6%),

고산자연휴양림

(5.8%) 순으로 나타남. 주요한 4개 지점의 관광객 수 비중은 86.4%로 자연관광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 완주군 주요관광지점별 관광객 수 추이(2016~2020년)
(단위 : 명, %)

구분
총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901,098 4,000,030 4,040,372 4,174,978 1,404,520

합계

2020년
비율(%)

16,520,998

100

경천애인농촌사랑학교

32,641

46,805

35,008

28,130

11,119

153,703

0.8

고산자연휴양림

161,311

137,839

190,517

94,605

81,403

665,675

5.8

고산창포마을

16,931

31,678

27,061

28,357

4,281

108,308

0.3

구이 안덕마을

68,519

86,077

78,677

62,498

20,014

315,785

1.4

37,156

101,215

34,385

172,756

2.4

놀토피아
대둔산케이블카

256,438

314,373

335,709

252,762

163,025

1,322,307

11.6

대승한지마을

10,085

10,456

11,543

38,918

9,273

80,27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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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43,325

446,672

394,830

374,926

244,220

1,903,973

17.4

40,875

47,182

59,986

17,418

165,461

1.2

12,531

14,746

9,943

4,013

51,484

0.3

모악산도립공원(완주군) 1,534,695 2,276,502 2,446,351 2,791,998

724,540

9,774,086

51.6

대아수목원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두억 봉서골마을

10,251

비봉 힐조타운

합계

2020년
비율(%)

2016년

90,301

98,646

21,251

22,921

233,119

1.6

삼례문화예술촌

35,219

54,167

53,798

77,536

21,361

242,081

1.5

이서물고기마을

163,418

252,621

94,852

59,758

18,009

588,658

1.3

1,386

5,296

3,971

3,667

1,183

15,503

0.1

전북도립미술관

128,845

146,450

137,349

134,441

26,715

573,800

1.9

청정테마센터

38,034

47,387

32,976

34,987

640

154,024

0.0

인덕두레마을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2021) 대아수목
원 내방객 현황)

다. 산림휴양분야 시사점 도출
1) 완주군 관광의 시사점
❍ (관광지多, 관광객少) 완주군은 주요관광지점 수 17개로 남원시, 순창군과 함께 전라
북도 내 3순위로 타시군에 비해 적지 않으나 관광객 수는 6순위로 관광지점 수 대비
관광객 수가 적음
- 2020년 기준 주요관광지점 수가 같은 남원시와 순창군의 경우, 전라북도 내 관광객 수 비중이 각각
13.8%, 6.8%으로 완주군 6.3% 보다 높음
- 이는 관광객의 방문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적인 외부 관광객 유입이 가능한 매력적인 관광지가 부족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됨

❍ (자연관광지 관광객 비중) 완주군을 찾는 관광객의 85.6%는 모악산도립공원(완주군),
대아수목원, 대둔산케이블카, 고산자연휴양림 등 자연관광지를 중심으로 방문하였음
❍ (매력적인 자연관광지 조성) 자연관광지가 높은 완주군의 관광객 수 추이와 수요에
맞추어 관광객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껴 꾸준한 방문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자연관광
지를 개발·조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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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양시험림 조성 방향에 대한 제언
❍ (양호한 접근성) 완주군 소재의 소양시험림은 전라북도 내 정주인구가 가장 많은 전
주시 시가지에서 차량으로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위치이며 도로변을 끼고 있어
교통 및 접근성이 양호함
- 앞선 현황에서, 군산시 고군산도로 개통 전후로(교통 및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선유도의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같이, 소양시험림 또한 입지 위치와 교통 접근이 양호한 물리적 이점이 있음

❍ (충분한 자원여건) 또한 여러 수종의 대경목들이 어우러져 숲을 이루는 소양시험림의
자원여건은 갖추었으므로,
❍ (관광휴양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 관광휴양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관광객들의
방문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2. 소셜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라북도 산림휴양 경향 분석
가. 관광분야 빅데이터 활용
1) 관광분야에서 활용되는 빅데이터 분류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IT기기들이 보급됨에
따라 이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빅데이터들을 보건, 안전, 관광, 도시, 환경 등의 다양한
정부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관광(tourism) 분야에서 활용되는 주요 빅데이터로는 사용자 창작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s; UGC), 장치 데이터(Device Data), 트렌젝션 데이터
(Transaction data)로 구분됨1)

1) 천정윤, 2020, 소셜빅데이터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를 고려한 국립공원 탐방 압력의 공간적 분석, 고려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상기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제2장 전라북도 산림휴양 경향 및 정책동향 분석 ∙ 17

- 사용자 창작 콘텐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단문, 사진 및 유튜브 등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
- 장치 데이터: 시계, 핸드폰, 카메라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장착된 센서와 통신 데이터를 통해 기록되는 정보
- 트렌젝션 데이터: 웹 탐색 및 결재,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의 정보

출처 : Li et al. (2018); 천정윤 (2020)

[그림 2-2] 관광 분야에서 활용되는 빅데이터 분류

2) 소셜빅데이터 활용 탐방객 공간분포 연구
❍ 소셜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탐방객의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는 연구가 최근들어 많은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음2)
- Wood

et

al.(2013)은

사람들이

인터넷

기반

사진공유

플랫폼

중의

하나인

Flickr

(https://www.flickr.com/)에 올리는 사진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전 세계 자연 기반 관광객(Nature
Based Tourism)의 방문율(Visitation rate)을 분석하고,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였음
- 위 연구에서는 전 세계 836곳의 자연휴양지에서 사람들이 찍은 사진을 1일 동안 한 사람이 찍은 사진의
수를 의미하는 Photo User Day(PUD)로 집계하여 관광지마다 공간적으로 탐방객이 집중되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밝혀내었음

2) 천정윤, 2020, 소셜빅데이터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를 고려한 국립공원 탐방 압력의 공간적 분석, 고려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상기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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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ood et al.(2013)

[그림 2-3] Flickr를 활용한 전세계 자연 기반 관광객들의 공간적 분포 분석 사례
- Chun et al.(2020)은 Flickr PUD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의 탐방객의 공간 분포를
분석하고, 탐방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 즉 탐방 압력(tourism pressure)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고, 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지점과 각 생물종들의 이동 반경 범위를 통해 구축한 생태적 중요 지역과 중첩
하여 탐방 압력을 저감하기 위한 국립공원의 공간적 관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북한산국립공원과 한라산 국립공원의 탐방 압력 공간적 분포>

<지리산국립공원과 설악산국립공원의 탐방 압력과 생태적 중요지역 중첩을 통한 상충성
분석(LL: 상충성 약함 <-> HH: 상충성 강함)>
출처 : Chun et al.(2020)

[그림 2-4] Flickr 활용 우리나라 국립공원 탐방 압력의 공간적 분포 분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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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셜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라북도 산림휴양 경향 분석
1) 네이버 트렌드를 활용한 전라북도 산림휴양 관심도 분석
연구개요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에서 활용하는 포털인 네이버
(https://www.naver.com/)를 활용하여 전라북도의 산림휴양분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를 분석하고자 함
❍ 네이버가 제공하는 네이버 데이터랩(https://datalab.naver.com/)을 활용,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산림’, ‘전라북도’ 키워드가 검색된 건수가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
❍ 성별, 연령대별로 검색 건수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남성, 여성 및 유아/어
린이(0~18세), 청년층(19~39세), 장년층(40~59세), 노년층(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상기 키워드의 검색 건수를 시간 흐름에 따라 비교함

연구결과
❍ 전반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산림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성별 분석에서는 전체 및 남성과 여성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유아와 어린이(0~18세) 및 청년층(19~39세)은 특정 시점에 집
중적인 관심을 보인 점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미미한 증가 경향성을 보임
❍ 그러나 장년층(40~59세) 및 노년층(60세 이상)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라 산림에 대한
검색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됨
❍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전라북도 지역에서 산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증가함
- 둘째, 남성과 여성에 따른 관심도의 차이는 작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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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산림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주도하고 있음
- 넷째, 유아 및 어린이, 청년층의 산림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가 필요함

출처 : 네이버 데이터랩(https://datalab.naver.com/)
주: 검색 건수를 최소치에서 최대치까지를 0~100까지의 수치로 상대화함

[그림 2-5] 네이버 데이터랩을 활용한 전라북도 산림분야 관심도 분석결과

2) 빅카인즈를 활용한 전라북도 숲 관련 연관어 분석
연구개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를 이용하여
전라북도 지역에서 숲과 관련하여 어떤 기사가 많이 나왔고, 연관어로 어떤 내용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숲’ 키워드를 통해 전라북도 지역의
숲에 대한 언론기사 건수를 분석함3)
3) 검색에 활용된 언론사는 총 28개로 중앙지 11개(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
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지 8개(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
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해럴드경제), 지역종합지 2개(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방송사 5개
(KBS, MBC, OBS, SBS, YTN), 전문지 2개(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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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검색으로 사회분야 중 환경, 문화분야 중 문화일반, 미술·건축, 요리·여행, 생활, 전시·공연, 지역분
야 중 전북으로 한정하여 검색함

연구결과
❍ 총 검색된 언론기사는 33,928건으로 나타남
❍ 2017년에서 2019년까지는 매년 7000건 정도의 언론기사가 검색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는 6171건, 2021년에는 6652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기사가 검색됨
❍ 계절에 따른 언론기사 검색 건수는 겨울에 5년 평균 약 1300건 정도가 검색되어 상
대적으로 적었음(봄: 1774건, 여름: 1893건, 가을 1815건)

<연도별 ‘숲’ 검색어에 대한 언론기사 건수>

<계절별 ‘숲’ 검색어에 대한 언론기사 건수>

[그림 2-6] 빅카인즈를 활용한 전라북도 지역의 숲 관련 언론기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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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과 관련된 연관어로는 상위 10개 순으로 휴양림>편백>산책로>힐링>서울시>산림청>
미세먼지>시민들>코로나19>해설가로 나타남
❍ 숲 속에서 휴양을 즐기거나 산책로 및 등산로를 걸으면서 산책하는 활동에 대한 기사가
많았으며, 편백, 편백나무, 힐링 등 숲 치유와 관련된 기사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아이들, 숲교육, 어린이들 등의 연관어도 함께 검색되고 있으며 조성 주체가 되는
서울시, 산림청 등의 검색어도 상위에 랭크된 것으로 파악됨

[그림 2-7] 빅카인즈를 활용한 전라북도 지역의 숲 관련 연관어 검색 건수

[그림 2-8] 빅카인즈를 활용한 전라북도 지역의 숲 관련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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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전라북도 지역에서 숲에 대한 관심은 최근 5년간 증가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이후
숲과 관련된 기사는 감소한 추세임
- 겨울은 타 계절에 비해 숲과 관련된 기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숲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5년간 숲에 대한 연관어 분석을 통해 휴양림, 편백, 산책로, 힐링 등 숲에서 휴양 또는 힐링 등
숲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기사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됨
- 숲교육, 아이들, 어린이들, 시민들과 관련된 기사도 많았으며, 이를 통해 다음 세대에 대한 숲 체험 교육과
관련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Flickr를 활용한 전라북도 관광객 공간분포 분석
연구개요
❍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의 하나로 사람들이 실외 공간에서 관광 중에 찍은 사진을 쉽게
올릴 수 있는 Flickr PUD자료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관광객의 공간적 분포 경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전라북도 지역의 자연기반 관광객의 공간적 분포 경향을 파악하고 자연관광지의 유형
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연구방법
❍ 1단계: Flickr(https://www.flickr.com/)의 자료제공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Flickr 정보를 수집(2005~2020년)하고, 한 사람이 하루동안 찍는 사진의 수를
의미하는 Photo User Day(PUD) 정보로 변환하여 1km 공간단위로 격자화 함
❍ 2단계: 전라북도지역의 자연공원을 포함한 자연관광지에 대해 Flickr PUD 공간분포
비교·분석
- 한국보호지역 통합DB 관리시스템(http://www.kdpa.kr/)을 통해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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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 등의 보호지역 자료 수집
- 보호구역 중 산림휴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과 산림보호구역
중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을 자연관광지를 대변하는 곳으로 선정

❍ 3단계: 자연관광지 유형별 PUD의 공간적 분포 비교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지역의 자
연기반 관광(Nature Based Tourism)의 특징을 파악
- 선정된 자연관광지 대변 4종의 보호구역에 대한 Flickr PUD 공간분포 분석 및 보호구역 유형별로 공
간분포 비교

❍ 4단계: 소양시험림과 같이 신규로 조성할 자연관광지의 숲 체험 시설 및 프로그램 도
입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연구결과 및 시사점
❍ 전라북도 전역의 Flickr PUD 공간분포
- 전라북도 전역에 대한 Flickr PUD 공간적 분포는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등의 시가지 지역과
함께, 덕유산(무주리조트), 마이산, 내장산, 변산반도, 선운산 등의 자연관광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Flickr PUD가 기존 연구들과 같이 자연기반 관광(Nature Based Tourism)을 대변하는
자료로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함(Wood et al., 2013; Chun et al., 2020)

❍ 자연관광지 유형별 Flickr PUD 공간분포
-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은 수변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제1종 등 수자원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보다 상대적으로 PUD가 높게 나타남(표 3-1; 그림 3-10 참조)
- 자연공원 중에서도 접근성이 좋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관광지인 덕유산, 마이산, 내장산, 대둔산, 강
천산, 대아수목원 등은 PUD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별히 공간적으로 봤을 때 무등산국립공원과 대둔산도립공원은 스키장과 케이블카 부근에서, 내장산은
단풍으로 유명한 길 근처에서, 강천산은 주요 탐방시설지구에서 PUD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그림
3-11; 그림 3-12)
-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중 용담호와 옥정호 등의 주변 지역은 일부 구역(국사봉 일원 등)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PUD가 낮은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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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전라북도 내 자연보호지역 유형별 Flickr PUD 값
구분
자연공원

격자수

PUD 합계

PUD 평균

표준편차

국립공원

698

303

0.434

1.512

도립공원

225

162

0.720

2.598

군립공원

47

10

0.213

0.587

수변구역

320

22

0.069

0.338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963

111

0.115

0.607

❍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Flickr PUD가 사람들의 관광지에 대한 방문율 등의 선호를 대변한다고 봤을 때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로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의 산악 기반의 자연관광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됨
- 수변 기반의 자연관광지는 산악 기반의 자연관광지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PUD 수치)이 전반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같은 자연공원이나 수변 기반 관광지라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곳이
있었으며, 이러한 곳은 케이블카, 탐방로, 관리사무소 등 주요 탐방지원시설이 위치한 곳이 많았음
(그림 2-11; 그림 2-12)
- 따라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자연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요 수요자들에 대한 선호요인이 무
엇인지 잘 파악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설(예: 탐방로, 케이블카 등)을 잘 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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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전라북도 Flickr PUD 공간분포(200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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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지역활성화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통합관리 및 운영방안

[그림 2-10] 전라북도 자연관광지(자연공원 및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Flickr PUD 공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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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덕유산국립공원과 대둔산도립공원의 Flickr PUD 공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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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지역활성화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통합관리 및 운영방안

[그림 2-12] 내장산국립공원과 옥정호의 Flickr PUD 공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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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휴양 정책 추진동향
가. 국가 산림휴양 정책
1)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4)
개요
❍ 산림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조에 근거하여 수
립되는 산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년마다 수립·시행됨
-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기초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며, 산림자원·산림산업·산림복지·산림보호·산
림생태계·산지 및 산촌·국제산림협력·산지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임

❍ 4대 목표 중 ‘국민 행복과 안심국토 구현’, 8대 전략 중 ‘일상속 산림복지체계 정착’이
산림휴양 부문 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주요 추진전략으로 다음을 지향하고 있음
- 기존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서비스를 민간과 주민 등이 포함되는 산림복지서비스로 유형을 다변화
- 단기방문·체험형 산림교육을 교과형·정기·일상의 산림교육으로 개선
- 숙박과 휴식 위주의 산림휴양시설을 캠핑·레포츠를 결합하여 특성화 함

❍ 일상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전략에서는 산림을 활용한 복지·교육·문화·휴양·치유서비스를
주요과제로 제시함
- 주요과제 : 도시숲 활용, 산림복지서비스 저변 확대, 맞춤형 산림교육 제공,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산림치유서비스 보편화

주요과제
❍ 도시를 숲이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창조
4) 산림청, 2018.1.,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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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등 유해요소 저감을 위한 기능성 도시숲·바람길 조성, 도시생태계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단절
녹지축 연결, 도시숲 대상지 확보방안 다양화, 이동약자들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공간으로 도시숲 활용을
과제로 제시

❍ 산림복지서비스 저변 확대
-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단지 조성으로 국립산림복지단지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지원, 산림복지지구·단지의 체계적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를 과제로 제시
- 이용 편의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범위 및 제공자 확대로 소외계층 대상 산림복지 바우처 물량·
수혜 대상 확대, 범부처 바우처 사업 통합을 통해 이용권 신청 편의성 제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산림복지 시설 및 서비스 확대를 제시
- 정부·지자체 등 협업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펀드 조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속적 제공·운영을
위한 투자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평가·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내실화, 산림복지서비스의 균형있는 수요·
공급체계 마련, 표준화·유료화를 통한 신뢰형성 및 시장화 유도를 과제로 제시

❍ 맞춤형 산림교육 제공 및 교육품질 향상
- 정규교육과정과 산림교육 연계 확대를 통한 학교 내 산림교육 강화, 평생학습과 연계 산림교육 확대,
도심형 숲터, 숲유치원, 폐교를 활용한 산림교육시설 확대 및 교육인프라 확충을 과제로 제시

❍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다양한 휴양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산림휴양을 위해 자연휴양림을 캠핑, 레포트, 등산·트레킹 등의 산
림휴양활동을 병행하는 산림문화·휴양 복합 플랫폼 육성을 제시
- 휴양활동 배려자 우선예약 및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객실 공급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트레킹·등산환경 조성 및 거버넌스 구축, 숲길 운영·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과
제로 제시
- 산림문화자산 관련 전통지식의 지속적 발굴·보존 및 체계화, 숲길과 주변의 문화자원과 연계를 통한 숲길
모델 및 탐방프로그램 개발로 다양한 휴양서비스 제공을 과제로 제시

❍ 산림치유서비스 보편화 및 효과성 향상
- 전 생애주기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위해 지역보건소의 모자건강사업과 연계하여 ‘숲태교’ 서비스 제공,
숲태교 활성화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극복, 항노화 산림치유로 고령화사회 국민건강증진과
신산업창출을 과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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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복지진흥계획(2018~2022)5)
❍ 산림복지진흥계획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산림복지 분야별
기본계획을 통합하여 5년마다 수립·이행되는 법정계획임
❍ 제6차 산림기본계획 및 산림복지 관련 다른 국가계획(산림청·타 부처)을 합리적으로
연계·실천하는 중장기 가이드라인임

출처 : 산림청, 2017.12.11., 「산림복지진흥계획(2018~2022)」

[그림 2-13] 산림복지진흥계획과 타 계획의 관계

❍ ‘숲과 함께 하는 삶, 행복이 더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6대 목표 및 15대 추진전략,
34개 이행과제를 제시함
- 6대 목표 : ① ‘숲에서 유아·청소년의 몸과 마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학교숲 조성, 숲사랑소년단·산림교육전문가 육성)
- ② ‘숲이 국민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여가문화를 위한 공간이 됩니다.’
(숲길·산림레포츠시설 조성·운영, 등산학교·산악박물관 운영, 산악구조체계 구축)
- ③ ‘숲에서 사람이 치유되고 휴양과 안식을 온전하게 누리게 됩니다.’
(숲태교 보급 확대 및 산림치유·휴양시설, 산림복지단지, 수목장림 조성·운영)
- ④ ‘숲과 자연이 국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더욱 가까이 들어옵니다.’
(도시숲ㆍ가로수, 수목원ㆍ정원 조성ㆍ운영, 산촌특구 지정 및 귀산촌 정착 지원)
5) 산림청, 2017.12.11., 「산림복지진흥계획(2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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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산림복지 체감도가 올라가고 산림복지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산림복지분야 R&D강화 및 일자리 확대, 정보제공체계 고도화, 전문업 활성화)
- ⑥ ‘소외계층 국민들도 차별없이 숲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UDㆍBF인증 시설 확대, 산림복지바우처 지원 강화, 녹색자금ㆍ기업참여 확대)

❍ 숲길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관리
- (숲길 운영·관리체계 강화) 숲길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마련 및 이용자
편익 증진사업 확대
- (단체·주민과 협력) 정부지원 강화 및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관련 단체·주민의 공감대 확산
- (홍보·마케팅 강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마케팅을 통한 숲길 이용 활성화 도모
- 숲길의 구간별 운영․관리 실태조사 및 연구, 산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숲길 이용자의 불만 요소를
순차적으로 해소, 이용자 집중 구간은 휴식년제(휴식기간제) 및 예약탐방제 추진, 주민협력 및 홍보 강화를
중점계획으로 제시

❍ 숲속 야영장 등 다양한 산림휴양인프라 조성·확대 운영
- (모델 개발) 다양한 유형의 숲속야영장 조성ㆍ운영모델 제시 및 시범사업 추진
- (시설 확충) 국민의 야영수요를 충족 및 생활권 휴양공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숲속야영장
및 산림욕장 조성 확대
- 신규 조성 및 미등록 야영장 양성화 등을 통해 숲속 야영장 조성 확대, 캠핑과 다양한 레포츠 및 휴양
활동이 접목된 복합형 숲속야영장 조성·운영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우수 숲속야영장 지정 또는
등급·평가제도를 도입, 숲속야영장 정보전달체계 구축 및 전문서적 제작·보급, 산림욕장 확대 조성을 중점
계획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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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림청, 2017.12.11., 「산림복지진흥계획(2018~2022)」

[그림 2-14] 산림복지진흥계획 15대 추진전략 및 34개 이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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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산림휴양 정책
1) 제6차 전라북도 지역산림계획(2018~2037)6)
개요
❍ 산림기본법 제 11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국가산림기본계획의 하위 지역계획으로 상위
계획인 [제6차 산림기본계획] 과 연계한 전라북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한 지역
산림계획임
- 전라북도 산림정책 방향 제시와 산림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계획으로 20년 단위의 장기 정책
계획임

❍ ‘돈되는 산림, 복지산림, 안전산림으로 풍요로운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제시
-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림, 세대 통합형 복지산림,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전략 및 22개 핵심과제, 구체적 목표설정을 위한 전라북도 임정 주요발전 12지표를 제시
- 5대 전략 : 산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촌 활성화, 일상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 기후변화 대응 산림 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 5대 전략 중 산림복지부문으로 ‘일상속 산림복지체계 정착’을 제시함
- 핵심과제 : 산림복지서비스 저변 확대, 도시를 숲이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창조, 맞춤형 산림교육 제공
및 교육품질 향상,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산림레포츠 활성화, 산림치유서비스
효과성 향상

6) 전라북도, 2019, 전라북도 지역산림계획(2018~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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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라북도, 2019, 「전라북도 지역산림계획(2018~2037)」

[그림 2-15] 제6차 전라북도 지역산림계획 5대 전략 및 핵심과제

주요과제
❍ 일상속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부문 중 산림휴양과 관련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산림복지서비스 저변 확대
-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단지조성 추진을 위해 도내 산림복지단지를 산촌연계형 등 모델 다양화 조성, 시군
특성을 반영하여 산림복지지구 및 단지 체계적·효율적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제시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범위 및 제공자 확대를 위해 소외계층에 산림복지 바우처 물량·수혜 대상 확대,
안정적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를 위해 재원 다원화, 다문화가정 맞춤의 산림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평가·관리제도 도입으로 내실화,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공급의 균형화를 통해 산
림복지 민간산업 활성화, 표준화·유료화를 통해 신뢰형성 및 시장화 유도를 제시

❍ 도시를 숲이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창조
- 기능성 도시숲 조성 및 배치를 통해 환경피해 저감, 도시생태계 안정성을 제고를 위해 단절된 녹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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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도시숲 대상지 확보방안 다양화, 이동약자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공간으로 활용을 과제로 제시
- 기업·시민단체 참여 도시녹화운동 지원 제도 마련, 교육·청소년정책과 연계한 도시숨 조성·관리 확대,
도시숲·가로수의 효율적 관리 시스템 구축, 가로 환경유형·기능·지역 특성에 적합한 가로수 조성·관리 모델
개발 및 확산으로 가로수 효과 극대화, 환경재난피해 저감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과제로 제시

❍ 맞춤형 산림교육 제공 및 교육품질 향상
- 전북교육청, 전북학생교육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등 도내 교육기관에 산림교육과정 반영, 임업 교육자재
개발, 기존 인프라 활용한 도심형 숲터, 숲유치원, 폐교활용 산림교육시설 확대를 제시

❍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캠핑, 산림레포츠 활동을 결합한 산림휴양시설 특성화, 민간휴양림의 고급화·특색화, 국립 신시도 자연
휴양림 조성(2021년 준공), 객실 유형 다변화, 경영임지 숲속야영장 조성 지원, 휴양활동 배려자 우선
서비스 체계 구축, 국·공·사립 자연휴양림·야영장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장거리 트래킹 수요 충족을 위한
둘레길 조성, 훼손등산로 정비·연결, 지역사회 문화자산 발굴 보전 및 체계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을 통한 숲길 운영·관리, 건전한 산행 홍보·캠페인 및 계층 특성 맞춤 등산교육 확대를 제시

❍ 산림레포츠 활성화
- 휴양림·임도·숲길 등과 연계한 복합산림레포츠 시설 지구 조성, 산림레포츠 시설 등록제도 시행, 종목별
관련 인프라 확충 및 특색있는 복합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산림공간정보와 산림레포츠를 병합한 통합정
보체계 시스템 구축을 제시
- 산림레포츠 전문업 확산 및 협조체제 유지로 산업 경쟁력 제고, 산림치유시설과 산림레포츠 병행상품
개발 및 체험 컨텐츠 강화, 한류문화를 접목한 K-포레스트 레포츠 관광 육성을 과제로 제시

❍ 산림치유서비스 효과성 향상
-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을 통한 서남권(전북 진안) 한의학 기반 산림서비스 제공, 노령산맥권 시군
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치유 벨트’ 연계사업 제시
- 전 생애주기로 시군보건소와 연계한 숲태교 서비스 제공, 항노화 산림치유로 고령화 사회 국민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림치유 프로그램 범위 확장을 제시
- 2037년까지 산림치유 기본시설로 치유의 숲 10개소 조성 추진,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및 전문인력 확
보, 민·관·학 협력과 타복지분야 연계로 정책 효과성 향상을 과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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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2017~2026)7)
❍ 지역에서 수립하는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 제2항, 제51조와 시행
령 제42조에 의거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의무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기본계획 개
발방향의 수렴 및 권역 내 여건·상황을 반영하는 권역관광개발계획임
❍ 완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완주군 관광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
방향 제시를 포함하여 연차별·단계별 단위의 핵심 및 일반과제를 제시하는 실행계획임

출처 : 완주군, 2017, 「완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2017~2026)」

[그림 2-16] 완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2017~2026)의 비전 및 목표

❍ 완주군의 음식·문화·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의 체험을 위한 전략 구축을 위해 ‘로컬
체험관광 으뜸도시, 완주’를 비전으로 4대 전략 및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함
- 4대 전략 : 명소형 관광거점구축, 융복합형 관광자원개발, 맞춤형 관광상품육성, 선진형 관광환경조성

❍ 4대 전략 중 ‘융복합형 관광자원개발’ 전략에서 기존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간
융·복합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함
- 추진과제 : 생태관광자원개발, 지역테마공원조성, 수상레포츠개발
7) 완주군, 2017, 「완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2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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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ECO)사파리 공원 조성
- 여가문화 및 산림자원 기반 휴식 공간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동물과 산림환경이 결합된 신개념 동물복지
농장의 가치가 있으며, 다양한 체험활동 수요 및 가족 또는 개별 단위의 관광행태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관광거점 조성이 목적
- 완주군 용진읍 간중리 일원을 대상지로 동물생태교육관, 동물농장, 사계절관람관, 동물가치 체험장, 어
린이 목장, 밤의 동물원 등 동물생태교육 거점 조성, 동물 유형별 서식환경 조성, 생태통로 개설, 동물
구조·관리센터 등 동물서식 환경 복원 및 구조관리 센터(환경부) 조성을 제시
- 자연 상태 그대로의 방사 환경 조성으로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산림자원 기반 휴식 제공, 신개념 동식물
복지환경 제공, 교육체험활동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정립을 기대

❍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조성
- 경천면 일원은 옛 삼례와 금산을 연결하는 기착지로써 객사가 있던 원터와 시무나무(이정표) 등 다양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자원이 분포해 있으며 화암사(국보 316호) 길목에 위치하여 야생화가 군락지를 형
성하는 지역임
- 차별화된 자연경관과 이용가능한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관광지 조성 및 에코패스라인을 구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 생태관광지 시설 조성(생태관광체험센터, 생태숨 및 야생화단지, 약용화훼 식물 식재, 산림복원구역), 생
태관광지 프로그램 운영(생태탐방, 체험행사, 사진영상전, 오복기원이벤트 전통제례의식 상설화, 산림치유
프로그램), 관광진흥사업계획(복수초와 연화공주 설화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개발, 자체 캐릭터 상품 개발
및 제작, 경천면 곶감축제 연계한 마을 축제 및 이벤트 개최, 마을 농가 민박) 등을 제시함

❍ 어린이 생태체험마을 조성
- 생태체험교육을 관광과 연계시키는 생태관광이 가족단위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전북의 새로운 생태체험콘텐츠로서 곤충을 특화 발전시키고 농촌진흥청과 기존 물고기마을과 연계사업을
통해 대표적인 농촌관광 및 생태관광 중심지로 육성
- 농촌진흥청 연계, 전라북도 대표 곤출마을 조성, 물고기마을 연계, 생태체험교육 콘텐츠 개발, ‘물고기랑
곤충이랑’ 축제 개최, 지역농가와 연계, 부대시설 구축을 제시함

❍ 건강·힐링 패스라인 구축
- 환경성 질환 및 생활습관성 질환자, 고령자의 건강 증진 관심 증대되며, 완주군 구이·상관면은 ‘완주 모
악산관광지~죽림온천단지~공기마을 편백나무숲’ 등 건강휴양자원이 풍부하여 체계적 개발을 통해 체험·
휴식·힐링·레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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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푸드·안덕마을 연계 및 건강·장수 힐링푸드 밸리 조성하여 ‘모악산 힐링푸드 밸리 조성’,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체계구축(힐링센터, 산림치유로드)으로 상관자연치유단지 조성, 죽림온천단지
재생을 통한 온천수치료시설 및 치매예방센터(복지부) 건립으로 죽림온천 재창조를 제시함

4. 국내외 숲 체험시설 조성 추진사례
가. 숲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1) 국립수목원(광릉수목원)
광릉숲시험림8)
❍ 광릉숲시험림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포천시 소흘읍·내촌면, 양주시 율정동에 걸쳐
위치하며 전체면적 1,072ha임
- 조성 : 목재생산림 508ha, 자연환경림 300ha, 경관림 221ha, 수원함양림 43ha
- 임종 : 인공림 552ha(51.5%), 자연림 520ha(48.5%)
- 임상별 면적 : 침엽수림 515ha(48%), 활엽수림 436ha(41%), 혼효림 121ha(11%)

❍ 1468년 조선 제7대 왕 세조는 자신의 능이 들어설 자리를 능림으로 정한 뒤 그 주
변과 진입로에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를 심고 능원을 두게 함. 1911년 능림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산림(현재의 시험림)은 ‘갑종요존예정림’에 편입되면서 지금의 광릉숲
시험림이 시작되었음
* 갑종요존예정림 : 군사상 또는 학술상 필요하거나 국토보안상 존칭할 필요가 있어 정하는 산림

❍ 광릉숲시험림은 1912년 11월에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식산국 산림과에서 산림 일부를
개간하여 시험묘포와 시험지를 설치하고, 1913년부터 임업시험연구를 하고 있음. 우
리나라 임업시험의 발상지로 의미가 있음

8) 산림청(2021),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 연구시험림, 2022. 3. 16. 검색,
https://nifos.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cmsId=FC_001629&mn=UKFR_02_05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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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의 학술적, 생태적 가치9)
❍ 광릉숲은 550여 년간 보존되어온 자연림으로 천연활엽수림이 주종을 이루는 온대북
부의 대표적 극상림임
❍ 광릉숲에는 식물은 946분류군이 서식중이며 광릉에서 처음 발견돼 학계에 보고된 식
물이 10종에 이름. 광릉숲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희귀식물인 광릉요강꽃이 있음
- ‘광릉’이란 접두어를 가진 식물로는 광릉요강꽃, 광릉골무꽃, 광릉물푸레나무, 광릉제비꽃, 광릉개고사리
등이 있고,
- 광릉이란 이름이 붙지않지만 광릉에서 처음 발견된 식물로는 노랑앉은부채, 개싹눈바꽃, 털음나무, 흰진
달래, 털사시나무 등이 있으며 광릉 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생함

❍ 동물은 조류 180종, 포유류 32종, 곤충류 3,986종이 있으며, 대표적인 희귀종으로
하늘다람쥐, 장수하늘소, 까막딱다구리 등 20여종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음

< 장수하늘소>

< 하늘다람쥐>

< 광릉요강꽃>

< 까막딱따구리>

출처 :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그림 2-17]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대표적인 희귀동·식물

9) 네이버캐스트(2021), 광릉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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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릉숲은 1929년 학술보존림으로 지정되었으며, 임목축적은 307㎥/ha의 산림선진국
수준으로 국내 임업의 산실이자 산림생물종 연구의 메카임
❍ 광릉숲은 설악산(1982), 제주도(2002), 신안 다도해(2009)에 이어 2010년 6월 2일
국내 4번째로 선정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되었음. 광릉숲은 특히 수도권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의 3개 구획으로 구
분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광릉숲 및 그 주변지역은 총면적 24,465ha으로, 천연활엽수 극상립 지역인 핵심지역 755ha, 산림생물
연구교육이 이루어지는 완충지대 1,657ha, 주거지나 경작지로 구성되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전이지
역이 22,053ha임

출처 : 네이버캐스트,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그림 2-18] 광릉숲의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현황도(좌),
생물권보전지역기념비(우)

제2장 전라북도 산림휴양 경향 및 정책동향 분석 ∙ 43

광릉숲의 보존·관리주체 - 국립수목원
❍ 광릉숲시험림은 국립수목원 본청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에 위치하여 광릉숲의 동쪽 한가운데 있음
* 1997년 수립된 광릉숲 보전대책의 추진으로, 1999년 5월 24일 임업연구원 중부임업시험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신설된 산림청 소속의 국립 연구기관임

❍ 국립수목원은 192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산림생물종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림생물 주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로 국내 최고의 산림생물종 연구기관임
- 관련 주요 업무 : 산림식물의 조사·수집·증식·보존, 산림생물표본의 수집·분류·제작 및 보관, 국내외 수
목원 간 교류 협력 및 유용식물의 탐색 확보, 산림식물자원의 정보 등록 및 유출입 관리 업무, 산림에
대한 국민 교육 및 홍보

❍ 또한, 조선 시대 세조대왕 능림으로 지정된 1468년 이래로 550여 년 이상 자연 그
대로 보전되어 오고 있는 광릉숲을 보호·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 관련 주요 업무 : 국가식물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식물보존센터 설치 운영, 전문수목원의 기능 보완 및
확대 조성, 국내외 유용식물의 탐색 확보, 산림생물표본관의 건립, 국민 교육 및 홍보 확대, 수목원 전문
도서관 설치, 광릉숲의 생태계 보전 관리
- 기관 구성 : 전문전시원, 산림박물관, 산림생물표본관,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 국가표준식물목록위원회·
한국식물분류학회
• 전문전시원 : 1987년 완공, 식물의 특징이나 기능에 따라 수생식물원, 식·약용식물원 등 24개의 전시원으로
구성
• 산림박물관 : 1987년 4월 5일 개관,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의 역사와 현황, 각종 임업사료와 유물, 목제품
등 4,900점의 자료 전시
• 산림생물표본관 : 2003년 완공, 국내외 식물 및 곤충표본, 야생동물 표본, 식물종자 등 116만 점 이상 저
장 관리
•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 : 2008년 완공, 족보가 있는 열대식물 2,703여 종 식재 및 연구
• 산림생물표본이나 식물 정보를 DB화한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서비스 제공, 국
가표준식물목록위원회를 한국식물분류학회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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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전시원 중 수생식물원>

< 산림박물관>

< 산림생물표본관><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
출처 :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그림 2-19] 국립수목원 기관 구성

국립수목원이 제공하는 전시·교육 프로그램10)
❍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림생물 전시·교육기관으로써 24개의 전문수목원과
산림박물관, 7개의 걷고싶은길을 보유하고 있음
- 전문수목원은 총 102ha면적에 3,344종을 전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정원, 덩굴식물원, 관상수원, 백합원,
소리정원, 만병초원, 손으로 보는 식물원, 수생식물원, 식물 진화속을 걷는 정원, 키 작은 나무 언덕, 비
비추원, 돌나물과 전시원, 난대식물 온실, 양치식물원,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 그래스원, 희귀·특산식물
보존원, 복주머니란속 전시원, 숲길, 전나무숲, 침엽수원, 습지식물원, 숲생태관찰로, 약용식물원으로 구성됨
- 걷고싶은길: 사랑이 샘솟는 “러빙 연리목길”, 건강을 위한 “힐링·전나무 숲길”, 식물 탐구를 위한 “식물
진화 탐구길”, 식물 약용재료를 공부하는 “희귀·약용길”, 가족·단체 관람객을 위한 “맛있는 도시락길”,
첫 방문객을 위한 “느티나무·박물관길”, 바람과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소소한 행복길”

10) 산림청 국립수목원, (2022).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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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릉수목원
❍ 홍릉수목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하여, 한국 최초의 수목원으로 임
업연구원 부속 전문 수목원임
❍ 명성황후의 능(구 홍릉)이 있던 곳으로, 능이 이장된 뒤 1922년 홍릉 지역에 임업시
험장을 설립하면서 조성되었음
❍ 홍릉수목원 전체면적은 44만㎡으로 초기에는 버드나무원, 오리나무원, 고산식물원,
관목원, 약용식물원 등으로 관리하였음. 1948년까지는 식물표본 4천여종 30만 여점
이었으나 6·25전쟁 중 대부분 소실되었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침엽수원, 활엽수원,
관목원, 외국수목원 및 약초원, 고산식물원 등으로 확대 조성하였음
❍ 현재 총157과 2,035종의 국내 식물 2만여 개체를 수집식재하여 전시하고, 표본
4,245종을 소장하고 있음(북한 지역 자생 수종 제외)
❍ 전국 및 세계 각국의 희귀 식물을 이식 양성하여 수집 관리하여, 기초 식물 학문 분
야를 발전시키고, 식물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한 시험연구림으로, 평일은 국
립산림과학원의 임업시험장으로 식물 연구 업무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자연학습
및 환경교육을 위한 수목원으로 일반인에게 무료개방됨
❍ 2014년 3월 20일 홍릉수목원의 숲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었음

3) 제주 사려니숲 - 한남시험림
❍ 사려니숲길은 제주시 봉개동의 비자림로를 시작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한람리의 사려
니오름까지 삼나무가 이어지는 숲길로, 사려니오름까지 이어지는 숲길이기 때문에 사
려니숲길이라고 불림
- 사려니숲길은 총 길이 약 15km의 임도(林道)를 재활용하여 만든 숲으로 2009년 5월 17일에 개장하였
으며 숲길 전체의 평균 고도는 550m의 완만한 평탄 지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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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려니숲길은 본래 숲의 모습을 많이 훼손하지 않아 제주시는 2009년 7월 기존의
관광 명소 이외에 제주시 일대의 대표적인 장소 31곳을 선정하여 ‘제주시 숨은 비경
31’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사려니숲길임
❍ ‘사려니’는 ‘신성한 숲’ 혹은 ‘실 따위를 흩어지지 않게 동그랗게 포개어 감다’라는 의
미의 제주어인 뜻으로 ‘ 려니’ 로 보기도 함. 따라서 숲길을 거닐면 남동쪽 사면에
조림되어 있는 삼나무 향에 포개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피톤치드 산림욕을 즐
기기 위한 관광객들 사이에서 명품 숲길로 여겨짐
❍ 전형적인 온대성 산지대에 해당하는 숲길은 빽빽한 삼나무뿐만 아니라 졸참나무, 서
어나무, 때죽나무, 산딸나무, 편백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서식하기 때문에 오소리와
제주족제비를 비롯한 포유류, 팔색조와 참매를 비롯한 조류, 쇠살모사를 비롯한 파충류
등의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는 보금자리이기도 함
❍ 지난 2002년은 제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 지정되었으며 숲보호를 위해
2008년 자연휴식년제로 '물찻오름'은 현재 13년째 탐방을 제한하고 있으나, 한시적
으로 일년에 한번 이곳을
<
개방하는 사려니숲 에코힐링(Eco-Healing)> 기간에만 임
시개방함
-< 사려니숲 에코힐링> 행사기간에는 공연, 숲속힐링 명상, 사려니숲 생태 사진 전시회, 사려니숲길
ASMR11), 물찻오름 탐방 등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11)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 주로 청각을 중심으로 하는 시
각적,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혹은 인지적 자극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쾌감 따위의 감
각적 경험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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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려니숲 안내문>

< 삼나무 숲>

< 나무데크로 이어진<
산책길>
하늘 위로 쭉쭉뻗은 삼나무>

< 사려니 숲길 오름 위치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네이버블로그(‘삼나무 향기에 취하며 걷는 아름다운 사려니숲
길’ https://blog.naver.com/happyjejudo/222384762909)
출처 : 산림청 홈페이지(2022.1.), 사려니숲길

[그림 2-20] 제주 사려니숲길 및 오름위치도

❍ 사려니숲길 주요 탐방포인트는 10여가지이며, 다양한 전시, 역사·문화 체험, 교육프로
그램 등이 진행됨
- ① 숲에ON!(사려니숲길 들머리) : 사려니숲길의 주요 수종을 목재 형태로 전시, 표고버섯 재배 체험,
피톤치드 목걸이 목공체험 등
- ② 참꽃나무 숲(제주인의 꽃) : 각박한 땅이나 바위틈에서 무더기로 붉게 피어나는 형상이 마치 제주도
민의 불타는 의욕과 응결된 의지를 나타낸다고 하여 제주를 상징하는 참꽃나무 감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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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새왓내의 아이들(숲속의 아이들) : 유아·초등학생 대상의 ‘비밀의 숲’, ‘빙고게임’, ‘숲속의 인디언’,
‘숲 백일장’ 등
- ④ 숲 Dream(숲에 강 놀게) : 중·고등학생 대상의 자연나눔, 숲 속의 빙고, 환경골든벨 등의 교육프로
그램 등
- ⑤ 월든(치유와 명상의 숲) : 예약된 일반인 대상으로 월든 자연림 코스, 인공림 코스로 구성하여 현대
도시인들의 심신 안정과 쾌적함을 제공하기 위해 자연나눔, 명상, 시 낭송, 숲 체조, 사려니숲 이야기
등 산림욕 프로그램 운영
- ⑥ 서어나무 숲(가꾸는 숲) : 제주의 산림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한 수목으로, 화전의 필요한 농기구의
주재료이자, 숯을 굽는 용도의 주재료로 사용되고 표고재배에 필요한 최고의 원목인 서어나무 숲 감상
- ⑦ 암반욕 : 따뜻한 바위 위에 드러누워 사우나와 같은 발한 작용을 얻는 요양법으로, 따뜻한 바위에서
방사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으로 이용하여 신진대사 촉진, 다이어트, 혈액순환, 통증완화, 피로회복 독소
및 노폐물 배출 등 자연 치유 프로그램 운영
- ⑧ 더불어 숲(숲과 사람들) : 제주인의 산림문화를 엿볼 수 있는 ‘더불어 숲’은 생활과 건강의 필수였던
숯을 만들던 숯가마터, 19세기 전후로 화전을 일구었던 집들의 흔적, 국내 최고의 역사를 갖고 있는 표
고재배터 등
- ⑨ 삼나무 숲(나무를 심는 사람들) : 삼나무 인공림, 편백나무 인공림, 사려니오름 일대의 ‘난대산림연구
소’의 한남시험림 내 삼나무 숲, 편백나무 숲 등 1930년대 조성된 인공림 내 제주도 최고령 삼나무가
있음
- ⑩ 사려니오름 : 북동쪽 방향으로 벌어진 말굽형 분화구를 가진 분석구로, 나무데크의 생태탐방로(정상
까지 오르내리는데 약 30분 소요)가 있고 오름 일대에 다양한 식생(붉가시나무, 감탕나무, 단풍나무, 서
어나무, 합다리나무, 올벚나무, 참꽃나무, 굴피나무, 곰의말채, 홍지네 고사리, 십자고사리 등) 관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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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꽃나무 숲(제주인의 꽃)

월든(치유와 명상의 숲)

제주도민의 불타는 의욕과 응결된 의지를
나타내는 붉은 참꽃은 제주를 상징함

예약된 일반인 대상으로 산림욕 프로그램(자
연나눔, 명상, 시낭송, 숲 체조 등) 운영

서어나무 숲(가꾸는 숲)

더불어 숲(숲과 사람들)

서어나무는 화전 농기구, 숯을 굽는 용도의
주재료, 표고재배의 원목임

숲과 함께해온 제주인의 산림문화(숯가마
터, 화전을 일구었던 집들의 흔적, 표고재
배터 등)를 느낄 수 있음

삼나무 숲(나무를 심는 사람들)

사려니오름

1930년대 조성된 인공림으로 제주도 최고
령을 자랑하는 삼나무가 있음

말굽형 분화구를 가진 분석구로 오름 일대
다양한 식생 관찰이 가능함

출처 :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2019), 사려니숲길 리플렛(사려니숲길 주요 포인트)

[그림 2-21] 사려니숲길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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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림청 홈페이지(2022.1.) 사려니숲길

[그림 2-22] 사려니숲길 주요 탐방포인트

제2장 전라북도 산림휴양 경향 및 정책동향 분석 ∙ 51

4) 화담숲 – LG상록재단(민간운영)
❍ 화담숲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에 위치하여 LG상록재단이 ‘자연생태환경 복
원과 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4월 조성승인을 받고 2013년 6월
공식 개원한 생태수목원임
-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풍요로운 환
경을 가꾸며, 우리 국토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하고자 설립하였음
- ‘화담숲’은 LG그룹 3개 구본무 회장의 아호를 따서 이름 붙여졌으며 ‘화담(和談)’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라는 의미로 화담숲은 어느 공간, 어느 위치에서도 자연속에서 정답게 이야기 나누며 자연을 감
상하고 배우며 자연이 주는 에너지로 심신이 치유되는 소망을 담아 자연생태계 그대로의 숲으로 복원·
설계하였음

출처 : 화담숲 홈페이지(2022.1.)(https://www.hwadamsup.com)

[그림 2-23] 경기도 광주시 LG상록재단의 ‘화담숲’ 입구

❍ 화담숲은 약 5만평(165,265㎡)에 17개의 테마원과 국내 자생식물 및 도입식물
4,000여종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음
- 대표적인 테마원으로 소나무 1,300여 그루가 어우러져 숲을 이루는 ‘소나무 정원’은 13,800㎡의 국내
최대 규모이며,
- 습도, 경사, 햇빛 등 까다로운 생장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는 이끼를, 10년 넘게 생육
조건을 맞추는 연구를 거듭해서 만든 ‘이끼원’은 국내 유일한 이끼로 만들어진 정원임
- 또한 환경오염 등으로 거의 사라져 찾아보기 힘든 반딧불이를 위해 서식할 수 있도록 ‘반딧불이원’ 생
태환경을 조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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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담숲은 관람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복원하여 생태계복원을 목
표로 한 현장 연구시설로 자연의 지형과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여 만든 생태수목원임
- 야생생물 보전 및 연구사업으로 천연기념물인 원앙새 서식처 조성을 통한 전시, 토종 민물거북이 남생이
복원사업 추진(전시·교육), 우리산하에 사는 우리민물고기나 곤충 등의 전시를 위하여 민물고기생태관,
곤충생태관 운영하고 있으며
- 한국의 새와 한국의 민물고기 관련 출판물 발간사업을 하고 있음

❍ 화담숲의 주요 수집종 중의 하나인 단풍나무는 480종이 약 25,000본 식재되어 있으며
가을단풍 명소로 화담숲이 브랜딩화되었음
- 연간 입장객의 50~60%가 가을시즌(10~11월)에 방문하며 일 최대 2만명 이상이 방문하였으나, 현재
일 최대 1만명으로 방문객을 제한하고 있음
- 연간 방문객수 : 2021년 기준 70만명(운영기간 : 3월 중순 ~ 11월말)

❍ 화담숲은 계곡과 산기슭을 따라 숲이 이어지고, 산책로는 계단 대신 경사도가 낮은
데크길로 조성되어 있어 유모차나 휠체어도 관람이 가능함. 화담숲의 이동 수단인 친
환경 모노레일은 노약자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조망할 수 있음(모노레일 :
1,213m 순환선, 약 20분 소요)
- 임시개원 당시(2011년) 자연지형과 계곡을 따라 관람로를 조성하였으나 관람객을 위한 별도의 동선이
부재, 자연흙길, 경사 최대 20% 내외로 관람에 부적합하였음. 향후, 경사 6% 이내로 지형의 등고선을
따라 휠체어, 유모차도 다닐 수 있도록 지그재그 모양으로 동선을 조성하여 심한 경사를 극복함
- 부지의 경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당시부터 모노레일을 검토하고 도입함. 향후 관람객 증가로
순환선을 조성하고 차량도 5량으로 증편함으로써 수송력을 늘림. 모노레일 탑승률은 계절별로 상이하나
전체 입장객의 30~40%임
∙ 현재 모노레일 총연장길이 1,200m, 탑승인원 40명/1량, 운행간격 5분
∙ 모노레일 구간요금 : 1구간 기본 4천원, 1구간 추가시 2천원 추가, 순환선 8천원

- 기존의 흙길은 데크길이나 마사토포장으로 변경하고 관리를 위한 도로와 관람용길을 분리함. 관람로를
따라가면 화담숲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동선계획을 변경하고, 운영은 One-way 방식을 취함으로써
관람객끼리 교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등을 최소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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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담숲은 완만한 데크 산책길인 숲 산책코스(1.9km, 40분 소요)와 16개의 테마원을
돌아보는 4곳의 숲 테마원 코스(3.4km, 60분 소요)가 있음

출처 : 화담숲 홈페이지(2022.1.)(https://www.hwadamsup.com)

[그림 2-24] 화담숲의 관람로 가이드맵

[표 2-5] 화담숲의 숲 산책코스에 위치한 4개의 테마
구분

테마 내용

이끼원

30여종의 이끼(솔이끼, 서리이끼, 비꼬리이끼 등)가 살고 있는 9,450㎡의 국내 최대 규모임

철쭉·진달래길
탐매원
자작나무 숲

화담숲의 봄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7만여 그루가 군락을 이룸
옛 선비들이 매화 핀 풍경을 찾아다닌다는 의미로 사군자 중 하나인 매화정원임
줄기가 하얀 2,000여 그루의 자작나무 아래로 4월에 희고 노란 수선화 군락과 8월에는
보라색 백문동꽃이 피어나 사철 볼거리가 있음

출처 : 화담숲 홈페이지(2022.1.)(https://www.hwadamsup.com),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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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끼원>

< 탐매원>

<철쭉·진달래길>

< 자작나무 숲>

출처 : 화담숲 홈페이지(2022.1.)(https://www.hwadamsup.com)

[그림 2-25] 화담숲의 ‘숲 산책코스’의 테마원

[표 2-6] 화담숲의 16개의 테마원
구분

테마 내용

자연생태관

토종민물고기, 곤충을 전시하여 교육·체험이 가능함

양치 식물원

공룡과 함께 살아온 30여종의 양치식물(관중, 청나래고사리, 고비, 참새발고사리 등)이
참나무 그늘 아래 전시되어 있고 화담숲에서 새가 가장 많이 출현함

소나무 정원

전국에서 수집한 소나무 1,300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13,800㎡의 국내 최대 규모임

분재원
암석·하경정원

고목의 운치와 예술적 아름다움이 있는 분재를 약 550점을 전시함
자연 암석군이 자리한 곳으로 정원을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조성됨

전통 담장길

한국 전통조경의 한 요소인 담장을 주제로 한 정원으로 다양한 종류의 담장(꽃담, 전벽돌담장,
화편담, 토석담, 돌담 등)과 식물(작약, 목단, 라일락, 살구나무 등)이 어우러짐

수국원

여름에 피는 파란 꽃인 산수국 7만여 그루와 그 외 60여 종의 수국(나무수국, 큰잎수국,
미국수국 등)이 전시됨

색채원

계절별 다양한 모양과 색을 가진 초화류 정원임

만병초원

진달래과의 늘푸른나무로 5-6월 개화하는 20여종의 만병초를 전시함

무궁화 동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연암, 한희, 화랑, 화합, 소원, 난파 등)가 2,500여 그루가 식재됨

반딧불이원

환경오염 등으로 사라져가는 반딧불이를 위해 서식환경을 조성해놓음

추억의 정원

70년대 시대상(시장풍경, 산골풍경, 전통놀이, 전통혼례 등)을 도자기 인형으로 구현해 놓음

출처 : 화담숲 홈페이지(2022.1.)(https://www.hwadamsup.com),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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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생태관>

< 소나무 정원>

<암석·하경정원>

< 수국원>

< 만병초원>

< 반딧불이원>

< 양치 식물원>

< 분재원>

< 전통 담장길>

< 색채원>

< 무궁화 동산>

< 추억의 정원>

출처 : 화담숲 홈페이지(2022.1.)(https://www.hwadamsup.com)

[그림 2-26] 화담숲의 ‘숲 테마원 코스’의 테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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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숲해설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시즌별로 식물식재, 머
그컵만들기, 이끼볼 등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며, 식물, 어류, 곤충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컨텐츠를 개발 중임
❍ 주요 이벤트로는 봄꽃축제, 가을시즌 국화, 단풍축제가 대표적임. 특화된 이벤트로는
6월 반딧불이 이벤트가 있음
- 애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계곡 관람 이벤트 : 야간 9~11시까지 약 10~15일간 진행

5) 국립산림치유원 – 영주시 소재
❍ 국립산림치유원은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테라피로에 위치한 면적 142ha의 산림복
지단지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진흥원’ 설립근거 마련(제49조)에
따라 2015년 10월 준공되었음
❍ 산림의 치유효과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산림치유 체험·연구·교육 기능을 통합하여
산림치유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백두대간지역의 균형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산림치유란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
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을 말하며, 산
림치유는 질병의 치료 행위가 아닌 건강의 유지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치유활동임
❍ 국립산림치유원의 주요 시설로는 건강증진센터, 수(水)치유센터, 장·단기 숙박시설, 치
유숲길, 치유정원, 산림치유문화센터 등이 있음

산림치유프로그램(개인, 단체) 구성
❍ 산림치유프로그램은 개인과 단체로 나뉘어 각각 숲치유, 건강치유, 주요시설 체험 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청 산림교육 인증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받은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제2장 전라북도 산림휴양 경향 및 정책동향 분석 ∙ 57

[표 2-7] 산림치유프로그램(개인) 내용
구분

숲
치유

건강
치유

주요
시설
체험

자율
체험

종류

산림치유프로그램(개인) 내용

휴식해먹

숲길 산책을 하며 해먹, 탁족, 음이온 호흡 등 체험을 통해 자연 감수성을 회복하는
프로그램

운동해먹

트레킹, 해먹, 산림체조 등 숲속인자를 활용하여 심신을 이완하는 건강증진형 프로그램

비움길

산림명상, 카운슬링 등 치유인자를 활용하여 내면을 자연에 담는 정신건강 프로그램

채움길

데크로드에서 산림욕, 식물관찰 등 산림의 긍정적 가치를 전하는 프로그램

온 숲

숲속 온기를 담은 차를 활용하여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주치나들이

주치지구 내 숲길에서 산림욕 체조, 일광욕 등 활동을 통해 면역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균형운동*

싯핏을 활용하여 신체균형을 회복하는 운동형 스트레칭 프로그램

탄력운동*

탄력밴드를 활용하여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형 스트레칭 프로그램

통나무명상*

통나무를 활용하여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완형 명상 프로그램

마음명상

심상화 훈련과 바디스캔으로 내면을 알아차리는 이완형 명상 프로그램

힐링마사지

손, 발, 귀 반사구 자극으로 혈액순환 촉진, 전신피로 해소를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완운동

폼롤러를 활용하여 근육이완 및 가동 범위 확대를 통한 자세교정 스트레칭 프로그램

치유장비
체험*

인체 친화적인 치유장비의 음파와 진동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는 프로그램

수치유체험*

물의 흐름과 저항을 이용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문화체험권*

티벳의 명상도구 싱잉볼을 활용한 명상과 자율차담 체험으로 심신을 이완하는 프로그램

셀프콘텐츠

개인명상에 활용가능한 컬러링엽서/젠탱글아트 제공, 요가·명상 영상 콘텐츠,
호흡·싱잉볼 명상 영상 콘텐츠 제공

* 산림치유프로그램(개인, 단체)의 공통 프로그램임
출처 : 국립산림치유원 홈페이지(2022.1.)(https://daslim.fow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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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해먹>

< 비움길>

< 온 숲>

< 균형운동>

< 통나무명상>

< 운동해먹>

< 채움길>

< 주치나들이>

< 탄력운동>

< 마음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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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마사지>

< 치유장비체험>

< 문화체험권>

< 이완운동>

< 수치유체험>

< 셀프콘텐츠>

출처 : 국립산림치유원 홈페이지(2022.1.)(https://daslim.fowi.or.kr)

[그림 2-27] 산림치유프로그램(개인) 구성 사진
[표 2-8] 산림치유프로그램(단체) 내용
구분

종류

산림치유프로그램(단체) 내용

숲을 거닐다
(숲속걷기)

숲 속에서 건강걷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감신경 안정 및 신진대사
촉진 프로그램

숲에 안기다
(숲속해먹)

숲의 산림인자를 활용한 신체활동과 해먹명상을 통해 편안한 휴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숲을 마시다
(숲속명상)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숲의 편안함을 느끼며 면역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숲을 느끼다
(숲속휴식)

숲 산책을 하며 숲길과 전망대에서 산림경관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건강치유

편백힐링 카프라

편백나무침(카프라)를 활용한 소근육 운동으로 촉감자극 및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

주요시설체험

다도

숲 치유

전통다기를 활용한 차(茶)문화와 치유를 융합한 프로그램

※ 산림치유프로그램(개인, 단체)의 공통 프로그램은 ‘산림치유프로그램(개인)’에 설명하였음
출처 : 국립산림치유원 홈페이지(2022.1.)(https://daslim.fow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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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을 거닐다(숲 속 걷기)>

< 숲에 안기다(숲 속 해먹)>

< 숲을 마시다(숲 속 명상)>

< 숲을 느끼다(숲 속 휴식)>

< 편백힐링 카프라>

< 다도>

출처 : 국립산림치유원 홈페이지(2022.1.)(https://daslim.fowi.or.kr)

[그림 2-28] 산림치유프로그램(단체) 구성 사진

시설12)
❍ 건강증진센터, 수치유센터, 산림치유문화센터, 치유정원, 치유숲길, 숙박시설, 편의시설,
건강증진지원센터가 있음
- 건강증진센터: 원적외선(건식치유), 온열, 수압(水치유)을 이용한 3가지 종류의 치유장비로 건강증진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수치유센터: 산림치유 6대요법 중에 하나인 물요법을 이용하여 산림치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물
의 성질·형태·온도 등을 이용하여 건강 증진, 피로 회복을 가능하게 함
- 산림치유문화센터: 산림치유에 문화를 채우는 다도, 명상 특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설
- 치유정원: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되고, 다양한 향토식물과 약용식물로 건강한 자연 체험이 가능함
12) 국립산림치유원 홈페이지(2022.1.)(https://daslim.fow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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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센터

수치유센터

산림치유문화센터

향기치유정원

맨발치유정원

방향성 식물을 활용하여 오감을 활성화하고
자연치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정원.
우리나라
향토식물
위주로
64종,
100,000여본을 식재

다양한 자연소재로 인체의 신경이 모두 모여
있는 발을 자극하여 심신안정과 건강증진
피로회복과 뭉친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정원

한방체험 전시원

음이온 치유정원

자연친화적인 건강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방처방 으로 널리 쓰이는 식
물을 6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국내 약용식
물 70종 11,600여본을 식재한 전시원

계곡 주변에 인간의 신체를 활성화 시키는
음이온이 풍부한 계곡과 산림에 정원을 조
성하여 심신안정과 건강증진

출처 : 국립산림치유원 홈페이지(2022.1.)(https://daslim.fowi.or.kr)

[그림 2-29] 국립산림치유원의 시설센터 및 치유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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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숲길
- 산림지구에 조성되는 숲길은 소백산 국립공원, 묘적봉, 천부산 권역으로 연결되어 50km에 달하여 안전
하고 편안하게 산림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음
- 목적별로 7개의 치유숲길을 조성하여 다양한 숲길체험 기회 제공하며
- 데크로드는 노약자, 아동, 휠체어이용자 등 신체적 약자들을 배려하여 누구나가 안전하게 숲을 즐길 수
있도록 경사도 8% 이하의 무장애 데크로드로 조성

[표 2-9] 국립산림치유원의 치유숲길
구분
마실치유숲길
마루금치유숲길

설명
주치마을(숙박시설)과 연결되는 완만한 코스로 울창한 숲속을 마실가듯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데크로드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가능
영주시와 예천군의 경계에 위치한 「고항재」에서 백두대간 능선의 「묘적령」을 연결한
코스로서 「백두대간 마루금」을 산책 가능

문화탐방치유숲길

「겸암굴」과 「칠칠폭포」 등 지역 전래설화가 깃들어 있는 경관과 함께 예천곤충생태원에서
자연생태문화체험 가능

금빛치유숲길

소백산 능선과 풍기읍을 조망할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확보되는 코스로서, 임도변의
생강나무와 모감주나무가 황금색 경관을 연출하며 능선위로 진달래가 장관을 이루는 숲길

등산치유숲길

문필마을에서 문필봉을 오르는 등산로로서 볕바라기숲길을 관통하여 천부산과 옥녀봉을
잇는 능선을 등산하고 문필마을로 돌아오는 순환형 숲길. 전구간에 휀스로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한 등산 가능

볕바라기치유숲길
산악스포츠
치유숲길
문드래미치유숲길
솔향기치유숲길

고항재에서 문필마을을 통과하는 코스로서, 울창한 낙엽송 임지사이로 시원하게 트인
임도를 이용하여 일광욕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트레킹에 적합
산림을 기반으로한 등산,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등의 활동을 통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단련 가능
고항재와 문필마을(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숲길로서 경사가 완만하고 옛날 예천지역
사람들이 풍기장을 다닐 때 사용하였던 산길을 복원한 숲길
건강증진센터 옆에 조성된 숲길로서 잣나무, 소나무 그리고 신갈나무 등이 혼효림을 이루며
정상부에는 프로그램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목재데크가 설치되어 있음

출처 : 국립산림치유원 홈페이지(2022.1.)(https://daslim.fow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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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립산림치유원 홈페이지(2022.1.)(https://daslim.fowi.or.kr)

[그림 2-30] 국립산림치유원의 치유숲길 안내도

6) 뉴질랜드의 ‘화카레와레와 숲(Whakarewarewa Forest)’13)14)15)
❍ 뉴질랜드의

화카레와레와

숲(Whakarewarewa

Forest)은

뉴질랜드

로토루아

(Rotorua)시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산림공원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이 원산지인
세쿼이아를 만날 수 있는 숲임. 세쿼이아 아래는 고사리(뉴질랜드 실버 고사리, 마마쿠
고사리)가 무성하게 자라 열대우림의 느낌을 주기도 함

13) 모은희․셔터스톡, (2019). 여행·문화, ‘휴식과 치유를 선사하는 세계의 숲 탐험’(2022.1)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2380&group=TRIP)
14) The Redwoods, (2022). the Redwoods whakarewarewa forest,(https://redwoods.co.nz)
15) Redwoods Outdoor Activities NZ Ltd. (2022). Redwoods Treewalk: A Must Do Activity In Rotorua,
2022. 1. 검색, https://www.treewalk.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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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모은희․셔터스톡(2019). 여행·문화, ‘휴식과 치유를 선사하는 세계의 숲 탐험’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2380&group=TRIP)

[그림 2-31] 뉴질랜드의 ‘화카레와레와 숲’ 세쿼이아

❍ 화카레와레와 숲은 1901년에 여러 가지 자생 나무와 외래종 나무의 조림을 연구하기
위해 조성된 시험장으로, 초기에는 170여종의 나무가 있었으나 현재는 소수의 종만
남아있음
- 파툴라 파인 (1941), 태즈메이니아 블랙우드 (1906), 더글러스 전나무 (1905), 호주 유칼립투스
(1903), 태즈메이니아 오크 (1900), 잉글리쉬 월넛 (1903), 일본 삼나무 (1913), 멕시코 사이프러스
(1969),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1901) 등

❍ 화카레와레와 숲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초대형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나무가 들어찬
숲 지대로, 열대우림 같은 풍경이 인상적이어서 숲 전체를 레드우드 숲이라고 부르기도 함
- 레드우드는 나무의 심재에서 따온 이름으로 밝은 체리색이며 공기에 노출되면 너트브라운으로 어두워질 수
있음. 비옥하고 배수가 잘되는 비옥한 토양에 적합한 식수로 일반적으로 건축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목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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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스포츠 활동
❍ 뉴질랜드 화카레와레와 숲은 승마, 산악자전거, 걷기, 하이킹 및 트레킹16) 등의 다양한
레저가 가능함
- 말 전용 산책로를 이용하여 승마를 즐길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말의 질주와 경주는 금지되어 있음
- 숲속 트라이앵글이라는 곳에 위치한 산악자전거 파크에는 자전거 트랙이 마련되어 있음. 산악자전거 전
문가들과 힘을 합해 조성한 이 파크는 다양한 코스의 트랙으로 산악자전거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음
- 호수변 산책, 반려견을 동반한 산책이 가능함

< 승마>

< 짧은 산책(걷기)>

< 산악자전거>

< 긴 산책(하이킹)>

출처 : Redwoods Outdoor Activities NZ Ltd. (2022). Redwoods Treewalk: A Must
Do Activity In Rotorua, 2022. 1. 검색, https://www.treewalk.co.nz
출처 : 모은희․셔터스톡(2019). 여행·문화, ‘휴식과 치유를 선사하는 세계의 숲 탐험’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2380&group=TRIP)

[그림 2-32] 화카레와레와 숲 레저활동

16) 하이킹(hiking) : 바다 또는 산으로 도보활동(walking) 하는 것으로 교외로 벗어나 산책 나들이부터 가벼운
등산 등의 야외활동을 말함
트레킹(trekking) : 해발 5000m 이하의 산·평지, 또는 해변가를 걷는 레저스포츠로, 등산과 산책의 중간
형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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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우드 트리워크
❍ 로토루아의 레드우드 숲에서 생태관광사업으로 운영되는 레드우드 트리워크는 주·야
간에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음
- 주간 트리워크(레드우드 트리워크) : 길이 700m, 28개의 현수교, 27개의 플랫폼을 가로질러 약 40분
소요되는 트리워크. 9~20m에 이르는 산책로 높이를 통해 아래로는 120여년 나무 숲과 위로는 나무
꼭대기의 새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감상 할 수 있음
- 야간 트리워크(레드우드 나이트라이트) : 야간에도 트리워크를 즐길 수 있는 ‘레드우드 나이트라이트’는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영국출신의 세계적인 가구 디자이너 ‘데이비드 트루브리지(David Trubridge)’가
디자인한 34개의 조명이 특징이 되어, 야간에도 트리워크 및 숲 관광이 가능함
- 산악레포츠(레드우드 알티튜드) : 기존 트리워크보다 높은 최대 25m 높이에서 25개의 정글 다리를 따
라 3개의 플라잉폭스, 2개의 나선형워크로 이루어진 어드벤쳐 프로그램으로, 총길이 650m, 약 2시간
소요됨. 최대 고도 25m 에서 진행되어 짜릿한 산림레포츠 경험이 가능함

출처 : Redwoods Outdoor Activities NZ Ltd. (2022). Redwoods Treewalk: A Must
Do Activity In Rotorua, 2022. 1. 검색, https://www.treewalk.co.nz

[그림 2-33] 레드우드 트리워크 코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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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트리워크(레드우드 트리워크)>

< 야간 트리워크(레드우드 나이트라이트)>

68 ∙ 소양시험림 명품숲 조성방안 연구

< 야간 트리워크(레드우드 나이트라이트)>

< 산악레포츠(레드우드
<
알티튜드)>
레드우드 나이트라이트의 랜턴>
출처 : Redwoods Outdoor Activities NZ Ltd. (2022). Redwoods Treewalk: A Must
Do Activity In Rotorua, 2022. 1. 검색, https://www.treewalk.co.nz

[그림 2-34] 레드우드의 트리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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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분석
❍ 소양시험림을 이용한 명품 숲 조성을 위해 앞서 정리한 숲기반 체험지별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선진사례지의 특징과
시설 및 프로그램을 표로 비교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표 2-10] 숲 체험 시설별 특징과 주요 프로그램 및 시사점
구분

특징

시설(HW)

프로그램(SW)

시사점

경기도
포천
광릉숲

· 조선 7대왕 세조때의 시
험림능림이
( ) 550여년 이
상 보존되어 온 우리나라
임업시험의 발상지로 역
사적 의미가 있음

· 전문전시원 24개소,
산림박물관, 산림생물
표본관, 열대식물자원
연구센터, 전문수목원
15개소 등

· 전시, 교육 및 홍보,
연구 등

· 역사적 의미가 있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유네스
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2010.6)됨
· 전시시설, 교육시설, 연구시설은 갖췄으나,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이 다소 빈약함

· 제주어 ‘사려니’를 숲
의 명칭으로 활용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산림
욕 숲길임
· 연 1회 한시적 개방
및 단기간내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이용에
제한적임

· 제주 지역 자원(오름,
분석구, 삼나무 인공
림, 편백나무 인공림,
화전터 등)을 활용하
여 지역만의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남
· 지역의 자연경관(참꽃
나무, 서어나무, 오름
등)과 인공자원(삼나무
인공림, 편백나무 인
공림, 화전터 등)을
활용함

· 제주 지역 특성을 살
린 탐방프로그램 운
영
· 탐방프로그램별 스토
리(지역의 산림문화,
역사)가 있고, 전연
령별 대상으로 한 전
시, 교육 및 체험 프
로그램을 갖춤

· 제주어 ‘사려니’를 숲의 명칭으로 활용하였고, ‘신성
한 숲’ 혹은 ‘실 따위를 흩어지지 않게 동그랗게 포
개어 감다’라는 의미처럼 삼나무와 편백나무 숲이
사면에 조림되어 방문객들로 하여금 ‘명품 산림욕’
을 제공함
· 제주 지역 자원인 오름, 분석구, 삼나무 인공림, 편
백나무 인공림과 자연경관인 참꽃나무, 서어나무,
산림문화를 엿볼 수 있는 화전터 등을 적극 활용한
탐방코스는, 제주지역만의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
사려니숲만의 특색을 갖춤
· 제주의 산림문화, 역사를 간접체험 할 수 있으며,
전 연령별 대상으로 한 전시, 교육 및 체험 프로그
램을 갖추어 가족단위의 탐방·방문에 적합함
· 유네스코 제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2002)되
어 자연휴식제를 시행중임. 연 1회 한시적 개방 및
단기간내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이용에 제한적임

제주
사려니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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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
화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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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국립산림
치유원

특징

시설(HW)

프로그램(SW)

시사점

· 민간재단이 공익사업으
로 설립한 수목원으로
자연과 사람의 ‘화담’
(和談;정겹게 이야기를
나눔)을 주제로 함
· 관람시설이자 생태계복
원을 위한 현장 연구시
설인 생태수목원임

· 자연의 지형과 식생을
최대한 보존한 테마원
17개소를 잇는 산책
코스를 조성함
· 무장애 이동(통행)을
고려한 시설을 갖춤
(노약자를 위한 모노
레일, 유모차 이동을
위한 데크시설)

· 수목, 곤충, 분재 등
을 전시하여 교육 및
체험 가능
· 관람 중심의 전시프
로그램이 주를 이룸

· 국내 최대 규모의 ‘소나무 정원’, 10년 넘게 생육조
건 연구를 해온 국내 유일의 이끼원, 거의 사라져
보기 힘든 반딧불이원이 있어 희소성과 차별성을
갖춤
· 무장애 이동(통행)을 고려한 시설로 유모차 및 휠체
어 관람이 가능한 경사도 낮은 데크길, 노약자를 위
한 모노레일로 편의성을 갖춰 가족단위의 전 연령
방문 이용이 가능함
· 전통조경의 한 요소인 담장과 옛 시대상을 구현한
도자기 인형의 인공조형물을 활용하여 자연과 함께
(和談)하는 사람의 생활상을 테마원을 통해 나타냄

· 산림복지진흥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산림치
유 체험·연구·교육을
통합한 산림복지단지임

· 건강증진센터, 수(水
산)치유센터, 장·단기
숙박시설, 치유숲길 7
개, 치유정원 3개소,
산림치유문화센터 등
· 치유숲길은 목적별 7
개의 길로, 무장애 이
동(통행)을 고려하여
낮은 경사도의 데크로
드로 조성함

· 신체와 정신건강 회
복을 위해 숲치유,
건강치유, 시설체험
으로 나뉘어 산림치
유프로그램 ( 실내/ 야
외, 개인/단체)을 운
영함
· 목적별(마실, 시군경
계의 능선, 지역 전
래설화, 황금색 경
관, 일광욕 및 산림
욕, 산악스포츠, 지
역문화 체험 등) 치
유숲길 운영
· 산림복지인증 전문
프로그램 운영

· 산림치유 목적으로, 숲의 산림인자와 소도구를 활용
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룸. 스포츠성 활
동성 강한 체험이 아닌 정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치유숲길은 노약자, 아동, 휠체어이용자 등 신체적
약자를 배려하여 낮은 경사도의 데크로드로 조성함
· 관광 및 탐방의 목적이 아닌 건강유지, 면역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게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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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질랜드
화카레와
레와 숲

특징

시설(HW)

프로그램(SW)

시사점

· 대규모 세쿼이아 레드
우드 조림시험장에 산
림 레저스포츠, 트리워
크 도입하여 관광지화
함

· 호수변 산책로, 말 전
용 산책로, 산악자전
거의 다양한 코스 트
랙이 마련되어 있음
· 자연경관 및 산림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
서의 시설설치(트리워
크)로 자연속 관광 및
어드벤쳐 가능
· 디자인이 적용된 조명
시설(34개)은 미적기
능과 실용성을 겸비함

· 산악 레저스포츠 가
능(승마, 산악자전거,
산책, 하이킹 및 트
레킹)
· 주야간 생태 숲관광
과 지상 25m 고도
에서의 어드벤쳐를
통해 신선한 체험 및
경험 제공 가능

· 반려견 동반 산책 가능하여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족 방문이 가능함
· 자연경관 및 산림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시
설설치(트리워크)로 자연속 관광이 가능함
· 특히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과 같은 조명(34개)을 설
치함으로서, 야간에도 숲 관광이 가능해지고 숲속
야경뿐만 아니라 미적기능과 실용을 갖춘 조명이 또
하나의 감상포인트이자 야간 트리워크의 랜드마크(특
징)가 됨
· 주야간 모두 관광이 가능해짐으로서, 관광지는 주간
에 집중됐던 관광압력이 줄고, 방문객에게는 주간에
만 한정됐던 관광일정의 제약이 해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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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숲 숙박시설 조성 및 운영 사례
1) 스웨덴 Lapland 주 Harads 트리호텔17)18)
❍ 스웨덴은 기후가 좋은 남쪽에 인구 80% 집중, 북부지방은 인구감소
-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관광업에 관심 증대

❍ Harads 트리 호텔은 북극권 바로 아래 위치한 인구 600명의 작은 마을에 위치
❍ 자연 속에서 자연에 가깝게, 자신에게 집중하는 환경 제공
❍ 여름 70%, 겨울 만실
❍ 게스트하우스 직원은 지역주민이며, 음식은 로컬 식재료로 요리, 분뇨는 태워서 자연
에 피해를 최소화함

[그림 2-35] 스웨덴 트리호텔
17) 스웨덴 하라즈(Harads)의 Tree Hotel (https://blog.daum.net/chocohuh/1123737)
18) brunch매거진, 2018.2.26., 「스웨덴 북극권 작은 마을, 세계적 호텔을 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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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코네티컷주 리치필드의 윈비앤 농장 트리하우스19)(Treehouse at Winvian Farm)
❍ 코네티컷 주에 있는 윈비앤 농장은 약 460,000m²의 방대한 농장으로 관광지로도 둘
러보고 윈비앤 농장 트리하우스(Treehouse at Winvian Farm)에서 숙박도 가능함
❍ 윈비앤 농장 트리하우스는 지상 10m 이상의 높이의 2층으로 구성되어, 1층 침실에는
킹사이즈 침대, 스팀 샤워, 자쿠지, 가스난로가 완비되어 있으며, 2층으로 올라가 녹
음이 짙은 뉴잉글랜드 숲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음

출처 : 미국공식여행 웹사이트 GoUSA.or.kr
(https://www.gousa.or.kr/experience/pretend-youre-living-jungle-book-these-7-st
unning-tree-houses)

[그림 2-36] 미국 코네티컷주 리치필드의 윈비앤 농장 트리하우스(Treehouse at Winvian Farm)

19) 미국공식여행 웹사이트 GoUSA.or.kr
(https://www.gousa.or.kr/experience/pretend-youre-living-jungle-book-these-7-stunning-tree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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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평 ‘그라운드 휴’ 트리하우스20)
❍ 코로나 덕에 문 열린 ‘비밀의 숲’
- 가평에서 포천 방향과 가까운 조종면에 위치한 ‘그라운드 휴’ 는 나무 위의 집 ‘트리 하우스’ 숙박시설임
- 나뭇가지로 동그랗게 엮어 만들어 영화 ‘반지의 제왕’ 속 ‘호빗’의 이름을 딴 ‘호빗 문’을 열면 조용한
계곡(조종천) 펼쳐짐
- 주변에는 ‘반딧불이 산책로’가 조성되어 숲속의 놀이터라고 불리는 트리하우스임

나무에 지어진 트리하우스

그라운드 휴의 ‘호빗 문’

출처 : 조선일보, 2021.6.26., 「피노키오 마을, 트리하우스, 양떼목장, 뮤직빌리지... 가평은 거대한
테마파크」, 박근희 기자(사진: 이경호 영상미디어 기자)

[그림 2-37] 가평 ‘그라운드 휴’ 트리하우스

20) 조선일보, 2021.6.26., 「피노키오 마을, 트리하우스, 양떼목장, 뮤직빌리지... 가평은 거대한 테마파크」,
박근희 기자(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1/06/26/F2R2UCK2CVH37AFLM3LICDMP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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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숲길 조성 사례
1) 내포문화숲길21)
❍ 충청남도는 역사문화자원과 자연 환경을 결합하여 내포문화숲길을 조성함
❍ 2021년 11월 1일 산림청 산림복지위원회에서 내포문화숲길이 지자체가 신청한 최초
의 국가 숲길로 지정됨
- 규모: 홍성․예산․당진․서산 4개 시군, 26개 읍면동, 121개 마을이 포함된 320Km에 해당
- 2007년 가야산 순환도로, 송전선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기 위한 가야한 지키기 시민연대 출범한 뒤
2008년에 내포 가야 문화숲길 노선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에 내포문화숲길 조성협약을 개최한
뒤 관련 사업을 매년 진행하여 2021년에 국가 숲길로 지정
- 가야산과 구절산, 봉수산, 백월산, 아미산, 연암산을 배경으로 한 숲길(오솔길, 등산로, 임도 등)
- 구성 : 농로, 자동차 길 등
- 2022년 국비 1,086억원 확보(2021년 974억원)로 경제림육성, 도시숲 조성 등의 사업 진행22)

❍ 지향 가치
- 내포지역이 가진 다양한 자연환경 자원을 개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자
원으로 보전
- 유구한 역사와 문화 자원들을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이 상호적으로 소통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에
기여
- 지역의 잠재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의 유산으로 조성

❍ 조성 원칙과 방향
- 신규 조성하는 길을 최소화하도록 기존의 길을 최대한 이용하고, 생태와 마을의 자연 경관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

21)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 2022. 1. 11, 검색, http://naepotrail.org/
22) 박보성. (2021. 12. 23.), 「국비 1086억 확보... 숲으로 그린 행복 충남 구현」, 『충청일보』, 2021년 12월 23일.
(2022년 1월 1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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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이 가진 유구한 역사와 문화, 생태적 가치를 길에 구현하도록 조성하고, 최대한 포장된 도로를
배제하도록 함
-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프로그램 준비

❍ 코스
- 원효깨달음길(불교) : 불교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원효대사의 발걸음을 따라 걸으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
- 내포천주교순례길(천주교) : 천주교의 전교와 박해, 순교의 역사를 함께하는 길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
- 백제부흥길(역사) : 부흥운동의 중심지였던 홍성 장곡산성, 오서산의 복신굴, 예산의 임존성을 거쳐 당진의
아미성까지 걷는 길
- 내포역사인물길(역사) : 황금보기를 돌 같이 한 최영장군과 사육신 중 한 명인 성삼문 선생, 독립운동가
윤봉길과 김좌진 장군 등 애국지사의 생가 등 유적지를 따라 걷는 애국과 충절의 길
- 내포동학길(역사) : 조선 말 관군과 일본군에 맞섰던 당진 면천읍성과 승전복 등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를
마주하는 길

[그림 2-38] 내포문화숲길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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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단기 프로그램: 백패킹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거점 사찰에서 캠프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화
- 시즌 프로그램: 매년 7~8월에 무더위를 피해 한여름 밤에 달빛과 별빛을 바라보며 걷는 프로그램
- 내포문화숲길 완주 원정대: 31개 코스 완주를 목표로 처음 방문하는 탐방객이나 혼자 걷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위주의 프로그램
- 내포문화숲길 체험학습 교육 프로그램: 충청남도교육청과 함께 숲체험학습으로 숲길걷기, 숲해설, 숲놀이,
숲명상 등자연과 함께하는 교육 실시

< 천주교순례길1코스-합덕성당>

< 천주교순례길1코스-솔뫼성지>

< 백제부흥군길1코스>

< 백제부흥군길1코스-쉰질바위
(복신장군 살해장소)>

출처 : 내포문화숲길 공식 홈페이지(http://naepotrail.org/)

[그림 2-39] 내포문화숲길의 주요 코스별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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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분석
❍ 지역 자원의 특성화
- 제주 사려니숲의 경우, 제주어 ‘사려니’를 숲의 명칭으로 활용하였고 제주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한 탐
방코스는 제주지역만의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 ‘사려니숲’만의 특색을 갖추며, 제주를 대표하는 산림욕의
숲길이 됨
-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산림자원,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타 지역 시설과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체험 및 경험 중심의 프로그램
- 전시, 관람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간접체험하고 그 체험 및 경험을 통해 교육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가족단위의 방문이 가능하도록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모차 및 휠체어, 노약자 등 무장애 이동을 고려한 시설설치로 편의성을 갖춰 가족단위의 전 연
령이 이동 제약없이 방문관람이 가능해야 함

❍ 주·야간 가능한 숲 관광
- 자연경관 및 산림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시설설치(트리워크, 조명)는 자연속 숲 관광이 가능하며
새로운 산림관광 체험 및 경험이 가능함
- 또한 야간에도 관광이 가능해짐으로서, 관광지는 주간에 집중됐던 관광압력이 줄고, 방문객에게는 주간
에만 한정됐던 관광일정의 제약이 해소됨

❍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 나-당 연합군과의 전쟁, 임진왜란 등 역사적 사건을 지역의 전적 및 유적과 연계하여 스토리 텔링을 구
현하고,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함과 장소성을 부여
- 지역의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중장거리 탐방길 조성으로 일회성 방문에서 그치지 않고
재방문을 유도하며, 걷기 문화 활성화 및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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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양시험림 자원 현황
1. 입지 현황
가. 자연지리
1) 위치 및 면적
❍ 소양시험림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신원리 일대에 위치하며 전주와 진안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가 통과하여 접근성이 우수함
- 소양시험림 주변으로 새만금포항고속도로, 26번 국도 및 모래재 도로를 통해 전주와 진안으로 연결되는
주요 교통로가 통과하고 있어 전주에서 3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함

❍ 면적은 682ha규모이며, 크게 3개의 구역에 7개 필지(산 18-1 및 18-2, 산 1-2 및
1-4, 산 1-6, 산 1-1 및 산 108-2)로 신촌리와 신원리(모래내길) 계곡의 사면쪽으로
분산되어 있어 동선의 배치와 진입로의 집중에 애로사항이 있음

[그림 3-1] 소양시험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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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
❍ 소양시험림은 남측에 위치한 만덕산(762m)을 중심으로 동쪽의 호남정맥 산줄기, 서
쪽의 화심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줄기를 통해 산악지형이 형성되어 있음
- 만덕산에서 동북쪽으로는 웅치전적비와 곰티재, 모래재를 거쳐 주화산으로 이어지는 호남정맥과 연결됨.
만덕산에서 서북쪽으로는 은내봉(452m)를 거쳐 화심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줄기를 이루고 있음
- 고도는 100m에서 760m까지 표고차가 꽤 나는 편이며, 대부분의 지역은 201~450m사이의 고도에
분포하고 있으나 600m 이상의 고지대도 만덕산을 중심으로 약 3%를 차지하고 있음
- 경사는 20° 이하의 완경사 지역은 전체의 약 8% 이하로 매우 적고 약 92% 이상이 20° 이상으로 경
사가 심한 편이며, 40° 이상의 급경사지도 약 28%에 달해 험준한 산악지형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됨

출처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2017)

[그림 3-2] 고도 및 경사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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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 및 기후23)
❍ 소양시험림이 위치한 완주군은 남부내륙형 기후구에 속하고, 산지와 평야 지역의 기
온차가 큰 편임
- 완주군의 최근 30년간(1988~2017) 연평균 기온은 13.58℃, 연평균 강수량은 1,267.99mm이며 최근
10년간(2007~2016) 평균기온은 13.7℃, 연평균 강수량은 1,231,19mm로 기온은 약간 높아졌으며
강수량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상대습도는 평균 67.28%%, 일조시간은 평균 2,065.07시간이며, 최근 30년간(1988~2017) 풍속은
1.65m/s, 최대 순간풍속은 31.1m/s(1999년)로 나타남

[그림 3-3] 완주군 평균강수량 및 평균기온

23) 디지털완주문화대전(http://wanju.grandculture.net/)을 토대로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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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문지리
1) 행정구역 및 인구24)
❍ 소양시험림이 위치한 완주군은 행정구역상 3개 읍 및 10개 면으로 구성됨
- 1935년 전주군에서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면서 전주군 중 전주부 이외의 지역이 완주군으로 분리되었음
- 최근에는 2005년 10월에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이서면 일원이 지정되고 2012년 7월에 군 청사를 용진
읍으로 이전하였으며, 2015년 10월에 용진면이 용진읍으로 승격됨

❍ 완주군의 인구는 2020년 현재 94,835명으로, 전주시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인구가 많으며, 이 중에서 소양면은 6,293명으로 면 중에서도 인구가 많은 편에 속
함(통계청, 2021)
- 봉동읍(26,915명), 삼례읍(15,636명), 이서면(14,481명) 순으로 인구가 많음
- 소양면은 구이면(5,827명), 고산면(4,804명), 상관면(4,792명)과 함께 전주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이서
면을 제외하면 면 단위에서는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함
[표 3-1] 완주군 읍면별 인구(2020)
읍면별
합계(완주군)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총인구
94,835
15,636
26,915
7,312
4,792
14,481
6,293
5,827
4,804
1,978
1,966
2,765
1,087
979

인구수(명)
남
49,046
8,117
14,216
3,755
2,556
7,292
3,264
2,918
2,452
991
981
1,445
559
500

여
45,789
7,519
12,699
3,557
2,236
7,189
3,029
2,909
2,352
987
985
1,320
528
479

출처 : 통계청(https://kosis.kr/)

24) 디지털완주문화대전(http://wanju.grandculture.net/); 통계청(https://kosis.kr/)을 토대로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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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25)
❍ 소양시험림이 위치한 완주군은 동서로 익산~포항 고속도로, 남북으로 호남고속도로
및 순천-완주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등 광역적 접근성이 매우 우수함
- 국도는 1호선(전주시~삼례읍~연무읍), 국도 17호선(전주시~봉동읍~부추면), 국도 21호선(오봉리~상관
면), 국도 26호선(전주시~진안읍), 국도 27호선(갈담리~구이면, 삼례읍~익산시)이 통과함
- 철도는 전라선이 통과하며, 삼례역, 신리역, 죽림온천역 등의 역을 보유하고, 삼례역에서 여객이 승하차
하고 있음

자료 : 완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2017년~2026년)

[그림 3-4] 완주군 일대 교통망 현황

25) 완주군(2017) “완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2017년~2026년)”을 토대로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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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관광지
❍ 완주군에는 산림청 관계법령에 따라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고산자연휴양림, 전라북도
에서 운영하는 대아수목원, 상관 공기마을 편백숲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림휴양자
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 고산자연휴양림은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일원에 위치하며 1995년 완주군에서 조성하
였고 면적은 673ha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물놀이터, 카라반, 숲속의 집 등 숙박시
설도 잘 갖추고 있는 종합 산림휴양시설임
- 주변에는 150여 종의 무궁화를 주제로 한 무궁화테마식물원, 무궁화전시관,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
관, 무궁화천문대 등의 연계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주변 자원과 연계한 종합 체험 및 가족 단위의 체
류형 관광이 가능함
- 특히 10월에는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열려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동물마당’
및 ‘식물마당’에서 ‘리틀와푸족’처럼 구석기 시대 원시인처럼 분장을 하고 연못에서 물고기 잡기, ‘와일
드놀이터’에서 볏짚으로 조성된 미끄럼틀 타기 등 다양한 체험 및 놀이활동이 가능함

출처 : 완주군 문화관광(https://www.wanju.go.kr/tour/)

[그림 3-5] 고산자연휴양림의 전경 및 주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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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완주군 문화관광(https://www.wanju.go.kr/tour/)

[그림 3-6] 고산자연휴양림의 와일드&로컬 축제 체험

❍ 대아수목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 산림환경연
구소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으로 산림문화전시관, 열대식물원, 산림생태체험관, 분재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 및 특산식물 160종을 포함한 식재종 및 원예종 총 2,704종(초본 1,414종, 목본
1,290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외의 식물 탐색과 수집 및 자원화, 산림유전자원의 보존 및 품
종개발과 자료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전국 최대 규모(약 7ha)의 금낭화 자생군락지를 보유하고 있어 봄철(4월 중순~5월 초순)에는 탐방
객들에게 금낭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금낭화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자생지 주
변의 환경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 산림휴양 측면에서는 탐방객에게 우리나라의 산림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바위산과 계곡, 기임괴석을
테마로 인공동굴과 분재, 연못, 야생화, 이끼 등을 활용하여 산림생태조경공간을 조성한 곳으로 방문자
들에게 웰빙형 산림생태 체험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이외에도 국민들에게 숲해설, 숲체험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숲해설가, 숲길
체험지도사 등의 산림교육전문가를 운영하고 양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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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https://forest.jb.go.kr/)

[그림 3-7] 산림생태체험관 시설

출처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https://forest.jb.go.kr/)

[그림 3-8] 금낭화 개화 모습

❍ 상관 편백숲은 상관면 죽림리 공기마을에 86ha규모로 조성된 숲으로 10만여 그루의
편백나무, 잣나무 6천 그루, 삼나무, 낙엽송, 오동나무 등으로 식재됨
- 1976년 박정희 정부의 산림녹화사업으로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2009년 마을 주민들의 희망근로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책로와 주차장이 설치되면서 일반인에게 관광지로서 알려지기 시작하였음
- 2011년에 개봉한 영화 ‘최종병기 활’ 촬영장소로 활용된 곳으로 이후 편백숲이 더욱 유명해짐
- 주민들이 흙길로 만든 2km의 편백숲 오솔길과 유황 족욕탕, 2~3인 규모로 모여서 쉴 수 있는 평상이
편백숲 아래에 조성되어 있음
- 이외에도 편백숲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쉼터와 조선 후기 3대 명필인 이삼만의 집터가 있음

90 ∙ 소양시험림 명품숲 조성방안 연구

출처 : 완주군 문화관광(https://www.wanju.go.kr/tour/)

[그림 3-9] 상관 공기마을 편백숲에 위치한 편백숲 오솔길

❍ 완주군에는 환경부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전라북도가 지정한 도립공원 2곳과 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라 조성된 경천 싱그랭이 생태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음
❍ 대둔산 도립공원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과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금산군 진산
면에 걸쳐있는 도립공원으로 주봉인 대둔산(878m)를 포함한 수많은 암봉과 기암괴석
을 품고 있어 ‘호남의 금강’ 또는 ‘작은 설악산’으로 불리움26)
- 대둔산에는 주요 시설로 임금바위와 입석대를 연결하는 높이 81m, 폭 1m의 금강구름다리와 케이블카
가 있어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음

2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대둔산도립공원(大芚山道立公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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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완주군 문화관광(https://www.wanju.go.kr/tour/)

[그림 3-10] 대둔산 도립공원 자연경관 및 주요시설

❍ 모악산 도립공원은 1971년 12월 42.44㎢27)의 면적으로 지정되었고, 호남정맥에서
모악산을 기점으로 만경강 하류 지역까지 이어지는 모악지맥을 품고 있음
- 모악산은 호남평야에 홀로 솟은 특징으로 인해 과거부터 미륵신앙의 본거지였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천주교, 동학 등 많은 종교의 수련지가 되었으며, 금산사(金山寺), 심원암(深源庵), 용천암(龍天庵) 등 다
양한 사찰과 암자(약 80개소)를 품고 있으며 봄철 금산사 입구의 벚꽃길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주요
요소임
- 모악산은 서쪽에서 접근하는 김제 방면에서는 금산사와 벚꽃길을 중심으로한 인문사회적 관광지가 중심이
라고 할 수 있으나 동쪽에서 접근하는 완주 방면에서는 구이면의 구이저수지와 어우러진 자연 경관을 중
심으로한 자연관광지의 면모를 갖춘 곳으로 관광객 외에도 전주와의 접근성이 좋아 은퇴자마을 등 사람들
의 주거용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2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모악산(母岳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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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좌) 완주군 문화관광(https://www.wanju.go.kr/tour/);
(우) 모악산 금산사(https://www.geumsansa.org/)

[그림 3-11] 모악산(좌)과 금산사(우) 전경

❍ 경천 싱그랭이에코빌 생태관광지는 전라북도가 추진한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며, 화암사길 생태트레킹코스(2.98km), 연화공주정원(38,400㎡),
탐방로, 싱그랭이 숲, 수목온실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싱그랭이에코빌은 충남 금산과 전북 전주를 잇는 교통 요충지로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나 마을을
통과하는 지방관리, 장이 열릴 때 물건을 파는 짐꾼들이 중간이 쉬어가기 위해 헌 신을 걸어두면서 속
칭 ‘신거랭이’라는 마을이름이 생겨남
- 싱그랭이숲을 통한 생태체험, 두부만들기, 싱그랭이 마을나무 생태역사체험, 화암사를 닮은 석부작 체험
등의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3-12] 화암사길 생태트레킹 코스 주변 숲좌과
( ) 생태해설 프로그램 진행우
( )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https://korean.visitkorea.or.kr/); 사진출처 : 완주군청

[그림 3-13] 싱그랭이에코빌(좌)과 에코빌에서 판매되는 묘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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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생태자원 현황
가. 산림자원
1) 시험림 조림 현황28)
❍ 소양시험림은 682ha 규모로 이 중에서 시험조림지가 218ha이며, 일반조림지 45ha,
천연림 410ha, 제지 및 무립목지 9ha로 구성됨
❍ 1959년 ‘침엽수 신품종 육성시험’으로 리기테다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가 34ha 규모로
처음 식재되기 시작했으며, 2005년에 ‘저항성품종 육성시험’으로 테다소나무가
0.5ha 규모로 마지막으로 식재됨
❍ 1959년부터 2017년까지 소양시험림에 조림된 수종은 총 45종으로 489,338본이 식
재되었음
[표 3-2]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관할 시험림 현황
시험림
소양시험림
임실시험림
계

면적
(ha)
682
52
734

계
673
52
725

입목지
일반조림
시험조림
45
218
10
28
55
246

천연림
410
14
424

제지 및
무립목지
9
0
9

임목축적
177㎥/ha
171㎥/ha
173㎥/ha

출처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2021) 시험림
현황,https://forest.jb.go.kr/main/content.action?cmsid=101030105000

[표 3-3] 소양시험림 시험구별 조림 현황
위치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합계

번지
산18-1
산18-2
산1-1
산1-2
산1-4
산1-6
산108-2
7필지

면적(ha)

출처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2017)
28)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2017) “명품숲 활용 산림휴양 프로그램 개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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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17
0.0013
12.78
0.0013
192.56
56.75
54.57
682

출처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2017)

[그림 3-14] 소양시험림 구역 및 주요 조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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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기테다소나무>

< 소나무(강송)>

< 백합나무>

< 화백>

< 스트로브잣나무> < 외국유망수종 시험조림지>
출처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및 저자 작성

[그림 3-15] 소양시험림 주요 조림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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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 현황
임종 및 임상
❍ 임상은 산 18-1번지 북측(서측) 발맹이골 주변으로 인공림이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산 18-1번지의 남측으로 모악산 주변에서 웅치전적비에 이르는 구간, 산 1-4번지의
대부분 지역은 천연림임

출처 : 산림청 임상도(2015); 국가공간정보포털(2021)

[그림 3-16] 소양시험림 임종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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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은 인공림의 경우 침엽수림이, 천연림의 경우 활엽수림이 대부분이며, 일부
천연림에서는 혼효림이 차지하는 지역(산 1-1번지 중 산지당골 안쪽 도장골과
암마골 일원)이 있음
❍ 대표 수종은 천연림의 경우 굴참나무 등의 참나무류가, 인공림(시험림)의 경우 리기테
다소나무, 백합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등의 조림수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출처 : 산림청 임상도(2015); 국가공간정보포털(2021)

[그림 3-17] 소양시험림 임상 분포

98 ∙ 소양시험림 명품숲 조성방안 연구

영급 및 밀도
❍ 임상도상 시험림 지역은 3~4영급(21~40년생) 산림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5영급 이상의 숲을 보유하고 있음
❍ 산 1-4번지 중 10대 수종 조림지를 중심으로한 북측 지역과 산 108-2, 산 1-1, 산
1-6번지 대부분 지역은 5영급 이상의 산림으로 이루어짐
❍ 만덕산 주변의 천연림도 4영급 산림이 일부 구간(능선 주변)에 분포함

출처 : 산림청 임상도(2015); 국가공간정보포털(2021)

[그림 3-18] 소양시험림 영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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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도상 밀도는 밀(교목의 수관점유 면적이 71% 이상인 임분)인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밀도가 중(교목의 수관점유 면적이 51~70% 임분) 또는 소(교목의 수관점유 면적이
50% 이하인 임분)인 지역은 산 1-1번지의 북측 관리사무소 남측 일원과 산지당골
안쪽으로 나타남
❍ 산 1-4번지 및 산 1-1번지 남측에서 서측에 이르는 지역의 만덕산 일원은 밀도가
밀인 지역으로 분석됨

출처 : 산림청 임상도(2015); 국가공간정보포털(2021)

[그림 3-19] 소양시험림 밀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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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물자원
1) 식생29)
❍ 소양시험림은 경사가 급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우며, 지난 60여 년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고 식생의 보전상태도 양호한 편임
❍ 전체 682ha 중에서 인공림이 263ha(38%), 천연림이 419ha(61%), 제지 및 무립목지
9ha(1%)를 차지하고 있음
- 시험림 중 인공림에는 주로 삼나무, 편백, 테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 소나무(강송), 독일가문비나무,
백합나무, 옻나무, 흑호두나무 등이 교목층을 구성하고 있음
- 천연림에는 참나무류(신갈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며, 소나무, 느티나무, 층
층나무, 굴피나무, 고욤나무 등도 상층식생을 형성하고 있음
- 천연림의 하층식생으로 비목나무, 누리장나무, 때죽나무, 붉나무, 신나무, 팽나무, 생강나무 감태나무,
작살나무, 상산, 산초나무, 광대싸리, 개비자나무, 국수나무, 덜꿩나무, 산딸기, 병꽃나무 등의 수종이 함께
자라고 있음

❍ 2017년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양시험림 구역의 관속식물
(vascular plants)은 106과 345속 485종 4아종 47변종 7품종 2교잡종의 총 545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목본식물(woody plants)이 168종류(30.8%), 초본식물(herbaceous plants)이 377종류(69.2%)이며,
인공 식재는 총 55종류(10.1%)로 나타남
[표 3-4] 소양시험림 관속식물 현황
구분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교잡종

분류군

양치식물

5

7

8

-

1

-

-

9

나자식물

6

13

22

-

1

1

-

24

11

60

73

-

9

1

-

83

단자엽

피자
식물

쌍자엽
계

84

265

382

4

36

5

2

429

106

345

485

4

47

7

2

545

출처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2017)
29)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2017) 명품숲 활용 산림휴양 프로그램 개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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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유류 및 조류
❍ 환경부가 조사한 전국자연환경조사(제3차 2006~2013년 및 제4차 2014~2018년) 자
료에 따르면 소양시험림 주변 지역에서 붉은배새매, 삵, 담비 등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이
발견되는 것으로 분석됨

출처 : 에코뱅크(Ecobank), https://www.nie-ecobank.kr/rsrch/doi/selectDoiRsrchDtaListVw.do

[그림 3-20] 야생생물 발견지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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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자연도
❍ 환경부에서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자연생태계의 보전가치를 대변하는 자
료로 널리 활용되는 생태자연도 등급을 보면 산 18-1번지 중 만덕산 정상 일원 부근
으로 1등급 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출처 : 환경부 생태자연도; 국가공간정보포털

[그림 3-21] 생태자연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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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답사
1) 개요
❍ 본 연구에서는 소양시험림의 자연생태, 산림경관 및 역사문화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장물 등 제약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총 4회의 현장답사를 실시함
[표 3-5] 소양시험림 현장답사 내용
순번

1차

2차

3차

4차

일시

장소

답사내용

2021. 4. 2.

10대수종 조림지
발맹이골 인근,
산지당골 인근,
웅치전적비 인근

· 10대수종 조림지 주요 수종 및 경관 파악
· 발맹이골 인근 사방댐 및 공터공간 파악
· 산지당골 인근 백합나무숲 및 주변 삼나무숲, 진입로 접근성
및 지장물 파악
· 웅치전적비 및 주변지역 산림경관 및 조망

2021. 10. 1.

관리사무소 인근,
10대수종 조림지,
발맹이골 인근,
산지당골 인근,
웅치전적비 인근,
만덕마을 인근

· 관리사무소 인근 리기테다소나무 조림지 파악
· 10대수종 조림지 주요 수종 및 경관 파악
· 발맹이골 인근 사방댐 및 임도 시설 파악 및 주변 리기테다소
나무림 경관 답사
· 산지당골 인근 진입로 민간거주지역 및 종교시설 확인, 백합
나무숲 경관 확인
· 웅치전적비 산림경관 및 조망 확인

2021. 11. 8.

웅치전적비 인근,
만덕산 순례길 입구,
만덕마을 입구

·
·
·
·

2022. 2. 25.

발맹이골 인근,
모래재길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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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치전적비 인근 등산로 확인
만덕산 호남정맥 산림경관 확인
순례길 및 임도구간 리기테다소나무림 확인
만덕마을 입구부분 확인

· 발맹이골 인근의 사방댐 주변 리기테다소나무림 숲 경관 파악
및 숲 체험시설 도입 가능성 검토
· 모래재길에서 10대수종 조림지역으로의 산림경관 조망 전망공간
및 스카이워크, 출렁다리 설치 가능성 검토

2) 답사결과
관리사무소 인근지역
❍ 리기테다소나무림이 넓게 형성되어 있고, 도로로부터의 접근성이 우수하나 숲 체험공
간을 도입하기에는 경사가 급하고, 부지 면적이 넓지 않은 한계가 있음
❍ 부지 주변에 새만금항공에서 드론 운용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으며,
이곳을 매입한다면 소양시험림의 전 구역으로의 접근이 좋아 방문자센터, 산림교육센터,
캠핑장 등 주요 시설을 도입하기 좋을 것으로 보임

< 리기테다소나무림>

< 새만금항공 주차장(공터)>

[그림 3-22] 관리사무소 인근지역 현장사진

10대 외국유망수종 조림지
❍ 10대 외국유망수종 조림지에는 60년 이상된 백합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등의 대경목으로 이루어진 숲이 있어 다채로운 숲 경관을 감상할 수 있음
❍ 조림지 상부에는 목재데크길과 산림생태교육을 위한 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으나 경사가
매우 급하고 타 구역과 떨어져 있어 접근성에 한계
❍ 또한 10대 외국유망수종 조림지를 원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인 모래재길에는 개인
사유지인 묘지가 있어 이곳에서 조림지까지 연결하는데 어려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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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외국유망수종 조림지 백합나무숲>

<10대 외국유망수종 조림지
스트로브잣나무숲>

<모래내길에서 바라본
10대 외국유망수종 원경>

<모래내길 인근 묘지에서 바라본
10대 외국유망수종 원경>

[그림 3-23] 10대 외국유망수종 조림지 및 주변지역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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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맹이골 인근 사방댐과 주변 임도구간
❍ 해당 지역은 사방댐과 주변으로 연결된 넓은 임도변을 중심으로 리기테다소나무림 조
림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어 산림경관이 아름다움
❍ 또한 사방댐(에코필라댐)에는 소양시험림에 자생하는 주요 초본식물이 그려져 있고,
넓은 공터가 형성되어 있어 캠핑장, 자연학습장, 숲속정원, 숲 숙박시설 등의 시설이
들어서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사방댐에서 임도를 따라 산 중턱에 오르면 만덕산과 호남정맥, 웅치전적지를 먼 곳에서
원경으로 감상할 수 있는 조망 포인트가 위치함
❍ 그러나 발맹이골 입구 지역에 민간 거주지역이 자리하고 있어 접근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사방댐
<
주변 공터>
사방댐 및 주변 리기테다소나무림>

< 임도변 리기테다소나무림
<
>
임도변 만덕산 방면 조망>
출처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그림 3-24] 발맹이골 인근지역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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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당골 인근지역
❍ 산지당골 인근에는 20년생 백합나무림이 계곡과 경사면을 따라 넓게 형성되어 있어
봄철에는 꽃으로, 여름철에는 녹음으로, 가을철에는 단풍으로 다채로운 숲 경관을 감
상할 수 있는 지역임
❍ 수직으로 뻗은 백합나무숲의 구조와 계절별로 다양한 색깔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 젊은
층의 인생샷 찍기 등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진입로 주변으로 사유지인 종교시설(기도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어려운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음

< 초가을 백합나무숲 경관>

< 진입로 종교시설>

< 진입로 종교시설>

[그림 3-25] 산지당골 인근지역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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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치전적비 및 만덕산 순례길 일원
❍ 웅치전적비 인근으로는 호남정맥이 지나고 있으며 참나무-소나무로 이뤄진 평범한 산
림이 산 정상부에 형성되어 있음
❍ 웅치전적비에서 북동쪽으로는 호남정맥을 따라 옛 웅치전적지 유골이 발굴되는 만덕
마을(두목마을)까지 이어지며, 만덕산 및 주변 지역을 조망하기 양호하여 향후 탐방로로
조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산지당골에서 웅치전적비에 이르는 임도를 따라 만덕산에 이르는 순례길이 통과하고
있고 주변에 리기테다소나무림이 있어 시설도입 지구로 적합할 것으로 보임
❍ 만덕산에 이르는 순례길의 경우 사람들이 이용이 저조한 편으로 보이며, 이정표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여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 웅치전적비 인근 등산로>

< 웅치전적비> < 임도변 리기테다소나무림>

[그림 3-26] 웅치전적비 및 만덕산 순례길 일원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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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치전적비에 이르는 임도 주변으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고, 높이 약
100m에 이르는 교각이 만덕산 계곡을 가로막고 있어 반대편에서 바라봤을 때 산림
경관을 방해하는 요소가 됨

< 만덕산 북사면을 통과하는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출처 : 카카오맵. https://map.kakao.com/

<
만덕산 앞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및 교각>
출처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그림 3-27]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드론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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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마을(덕봉마을) 인근
❍ 만덕마을에서 호남정맥에 이르는 산 1-4번지 지역은 최근 학술연구성과에 따라 인골
등이 발견되어 웅치전적지로 여겨지고 있으며, 따라서 2021년 8월에 새롭게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시험림의 입구 부근에 민간 소유지가 자리하고 있어 향후 만덕마을과 웅치전
적지에 이르는 구간의 연결 및 역사문화탐방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그림 3-28] 만덕마을 인근지역 드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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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문화자원 현황
가. 역사자원
1) 웅치전적지
웅치전적지 현황
❍ 지리적 위치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의 경계
- 완주와 진안 사이에는 호남정맥(노령산맥)이 있었고, 두 지역 사이의 이동을 위한 고갯길이 바로 웅치
(곰티재)30)
- 이 지역은 주화산에 있는 모래재를 경계로 남쪽에 호남정맥, 동쪽으로는 섬진강 상류인 세동천이 흐르고
있고, 주변으로 험준한 산들이 둘러싸고 있음. 대표적으로 만덕산(해발 765m)을 비롯한 해발고도
500-700m의 산들임
- 고개의 동쪽은 섬진강 수계로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신덕 마을이고, 서쪽은 만경강 수계로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일대

❍ 교통로와 지형적 특징
- 곰티재길(430m) :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장승마을 → 우정마을 → 부암마을 → 곰티재 → 완주군 소
양면 신촌리 월평마을 → 두목마을 → 삼중마을
- 덕봉길(480m) : 진안군 장승마을 → 덕봉마을 → 덕봉 → 완주군 두목마을 → 삼중마을
- 적천치(440m) : 진안군 장승마을 → 적천치 → 완주군 삼중마을
- 이 세 노선은 진안군 방향에서는 완경사지만, 완주군 방면에서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음. 3개의 노선 중
고갯마루에서 가장 급경사를 이루는 곳은 적천치길. 즉, 진안에서 전주로 이동할 때 가장 짧은 거리(약
7Km). 반면 덕봉길(약 8Km)과 곰티재길(약 10Km)은 비교적 완만하고, 급경사가 적어 이용에 편리하기
때문에 과거 자주 이용

30) 곰티재 이외에 북쪽으로 약 2Km 지점에 덕봉길(해발 480m), 다시 그 북동쪽으로 적천치(440m)가 있다.

112 ∙ 소양시험림 명품숲 조성방안 연구

[표 3-6] 1960년대 진안노정(鎭安路程)
이 진안길은 부성의 북동쪽으로 소양천의 상류와 섬진강 지류의 두 계곡을 더듬어 진안으로 빠져 (경상남도)
진주, (충청북도) 영동으로 통하는 가도이다.
이제 그 옛길을 찾아본다면 옛날의 전주우체국 앞부터 곧장 동문 네거리를 거쳐 전주여중 앞을 동으로 돌아 철
로선을 넘어 미륵댕이 관선암(觀善庵)을 바로 보고, 풍남학교를 서쪽으로 내다보는 그 전 연자방아 길로 접어들
어 마당재(옛 남중학교 자리) 앞으로 닿자 인봉리 방국(지금 공설운동장 ; 당시에는 공설운동장이었고, 현재는
기자촌 일대이다)을 북쪽으로 하여 부락들을 옆으로 하고, 견훤성지를 비껴 가재미 고개로 나선다. 여기서 남쪽
산 지시탁 다당부리로 깔린 아중골, 함뱀이, 은향다리 부락들을 바라보면서 소양천의 한 지류인 아중리 내를 건
너 행치고개를 넘어 구 용진면 금상리, 가소리를 지나 소양면 신주리에서 오늘날의 진안 길을 만나게된다.
여기서부터 소양천의 상류를 거슬러 신촌골 삼중에서 동으로 붙들고 송정(松亭)을 지나 군의 경계인 적냇내(적
천천)를 넘어 진안 부귀면 세동의 장승골에서 다시 진안가도를 만나 진안 읍내로 다다르게 된다. 그러기에 옛
날 길손들은 곰치재의 지맥이 사납게 험난한 길을 피하게 되는 것과 더불어 지름길로 삼아 다니던 옛길이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아줄리 내는 부성을 동쪽으로 약 이십 리 지경에 비껴 상거한 산정리, 숯고개로부터 발원
하여 도중 기린봉의 동쪽 기슭을 파랑지면서 아중리의 재전, 용계, 왜막실(왜망실)31), 관암, 은향다리 등의 각
취락들을 뚫고 북으로 잡아 흘러가다가 초포면 안덕원 쪽에서 진안가도를 가로질러 우방골에서 소양천과 합류
하기까지 그 길이는 불과 25리밖에 안되나 그 냇물의 줄기 폭은 넓고 평탄하여 관개에 좋아 이 때문에 그 주
변의 농토들이 모두 기름지게 비옥한 땅으로 알져져 있다. 그 다음 이 길 말고 도중에서 세 갈래로 나누어 통
하는 길목이 있다.

❍ 지명의 유래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등에서
곰티재의 한자 표현인 웅치(熊峙), 웅령(熊嶺), 웅현(熊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전주32)와
진안의 경계로 표기하고 있음
-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는 진안 서쪽으로 전주부와 경계를 이루고 35리 거
리에 있다고 함
- 『조선왕조실록』에는 대부분 웅치(熊峙)로 기재되어 있음.33) 반면 웅현(熊峴)으로 표기된 것도 있음(“…
31) 왜망실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지역 이름으로 두 가지 유래가 있다. 먼저, 임진왜란 시기 일본군
이 막은대미지에 세운 허수아비를 보고 그 옆 골짜기를 넘어오다가 모두 죽었다고 한 유래, 즉, 왜(倭)가
망실(亡失)했다는 설이 있다. 다음으로, 정유재란 때 일본군이 전주로 진입하다가 관군이 잠복할까 두려워
하여 댐을 넘어가지 못하고 골짜기로 우회하다가 거기에 매복하던 관군에게 패배하여 많이 죽었다고 한
다. 그리고 패잔병들이 두리봉과 묵방산 골짜기에 막을 짓고 한 유래, 즉, 왜가 막실(幕實)을 지었다는 설
이 있다. 둘 다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임진왜란 때 웅치를 돌파한 일본군이 전주성에 진입하
기 전에 근처의 안덕원에 정박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곳 역시 당시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32) 현재의 완주는 조선시대 당시 전주의 관할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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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김제 군수(金堤郡守) 정담(鄭湛)을 웅현(熊峴 ; 웅치)과 이현(梨峴 ; 이치) 등 요해처에 나누어
배치하여 적의 침입을 방비하게 하였다.”34))
- 『1872년 지방지도』(진안현)에서는 웅치길을 대로(大路)로 표기하며 전주와 진안을 잇는 대표적인 길로
인식함. 적천치와 덕봉길(조약치)은 소로(小路)라며 간선도로로 기재

❍ 도로 현황
- 현재 곰티재와 덕봉길, 적천치는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등산로 정도로 사용되고 있음. 다만 곰티재는 1910
년대에 신작로 개설되어 활발히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임도로 사용 중35)
- 2007년에 웅치전적지 아래로 익산-장수간 20번 고속도로(곰티터널) 개설

임진왜란의 발발과 고바야카와의 전라도 침공
❍ 초기 전황과 전라도 침공
- 전북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36)(음)에 일본군이 부산을 침공하며 시작
- 일본군은 1개월도 안되어 한양을 점령하고, 2개월 만에 평양과 함경도 일대까지 차지
- 1592년 5월 8일경 임진강에 여러 장수들이 모여 조선을 분할 통치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때 일본은
유일하게 함락시키지 못한 전라도를 공격하기 위하여 제6군 고바야카와 다카카게(⼩早川隆景)의 1만 여
명이 담당
- 고바야카와군은 금산과 무주, 진안를 함락하며 전주를 비롯한 전라도는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이함
- 고바야카와군의 침입 노선
- ① 임진강 → 한양 → 충주 → 조령 → 선산 → 김천 → 추풍령 → 황간 → 영동 → 양산 → 순양 →
무주 → 금산
- ② 금산성 → 용담현 → 진안현 → 웅치 → 소양 → 안덕원 → 전주성(약 76Km)
33) 『선조실록』 권29, 25년 8월 7일 갑오 ; 권30, 9월 12일 기사 ; 권40, 26년 7월 5일 정사 ; 권47 27년
1월 15일 갑오 ; 권50, 27년 4월 3일 신해 ; 권71, 29년 1월 18일 을유 ; 권73, 29년 3월 4일 신미 등
다수
34)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6월 1일 기축.
35) 1966년에 이곳에서 버스가 전복되는 대형 사고 이후 1972년에 개설된 모래재길로 주요 노선이 바뀌었다.
현재 주로 이용되는 도로는 26번 국도로 보룡재(410m)를 넘어가는 것이다.
36) 역사 관련 날짜는 역사 기술법에 따라 음력으로 서술하겠다.

114 ∙ 소양시험림 명품숲 조성방안 연구

- 진안에서 전주로 가기 위해서는 곰티재(약 30Km), 임실 관촌을 경유하는 도로(약 45Km)가 있으나 전
근대에는 주로 거리가 짧은 곰티재를 이용하였음

❍ 전라도 병력의 방어 체계
- 당시 전라도는 초기 두 차례에 걸쳐 근왕병을 출병하였다가 패전하여 병력이 모자란 상태
- 광주목사 권율 등 일부 수령과 선비가 의병을 모아대비
- 양대박, 고경명, 유팽로 등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이 전개되어 5월 말에 고경명을 대장으로 추대
- 고경명의 의병은 6월 11일 담양을 출발한 뒤 태인을 경유하여 동월 14일경 전주로 들어와 병력을 강화
- 6월 중순경 고바야카와의 군대가 경상도 성주를 거쳐 무주, 금산 방면으로 오자 전라관찰사 이광은 관
군을 동원하여 경계함. 즉, 이광은 광주목사 권율을 전라도 지역의 사단장 격인 도절제사로 임명하여
전라도 조방장 이유의 등과 함께 남원에 배치하여 경상도 방면에서 침입하는 일본군을 방어하게 함
- 경상도 안의에서 육십령을 넘어 장수로 오는 길목에는 이계정을 보내 장수와 임실, 진안 등의 병력
1000여 명과 함께 방어하게 함
- 하지만 일본군은 앞서 본 것처럼 금산을 함락시키며 용담과 진안 방면을 통해 전주 진입을 노리고 있었음

❍ 웅치전투의 전개
- 전라관찰사 이광은 고바야카와 군이 전주를 향하여 침입하자 그 길목인 웅치를 방어. 동년 7월 8일 나
주판관 이복남, 김제군수 정담, 의병장 황박, 김제민 등의 군대가 목책과 진지에 의지하여 전투
- 1선에 황박, 2선에 이복남, 3선에 정담이 배치. 새벽부터 저녁까지 접전을 벌여 화살이 떨어질 때까지
전투를 벌임. 결국 정담과 종사관 이봉 등이 전사하고 일본군은 웅치를 돌파함. 이복남과 황박 등은 전주
안덕원 부근으로 후퇴하여 주둔
- 당시 전주는 전라관찰사 이광과 이정란 등이 견고하게 수성(守城) 태세를 갖추고 있었음
- 실상 웅치전투는 패배한 것이지만, 웅치에서 사활을 걸고 싸운 정담 등의 활약으로 일본군의 전력이 크게
상실된 뒤에 전주 부근인 안덕원까지 진출하였음
- 황진 등이 안덕원에 합류 한 후 응치 전투로 전력이 상실된 일본군을 격퇴. 아울러 전주부성의 방어 태
세가 잘 구축되어 일본군은 퇴각
- 황진이 주도한 안덕원 싸움은 일본군을 완전히 격퇴하여 전주를 지킨 웅치전투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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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론적으로 ‘웅치전투는 패했지만, 실질적 승리’라는 정의가 나오고 이 때문에 웅치전투 자체를 승리로
인식하게 되었음.37) 하지만 안덕원 전투까지 포함한다면 정당하게 ‘웅치대첩’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웅치대첩을 통해 조선은 전주뿐만 아니라 전라도를 지키면서 조선군의 식량을 보전할 수 있었고, 한 발
더 나아가 전세를 역전하는 중요 전투로 의미를 가짐
- 실제 일본군은 자신들이 패배한 전투 가운데 웅치의 패배가 가장 큰 것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힘

❍ 역사적 평가
- 권율 : 사위 이항복에게 말한 내용 “내가 전랑 중에 거둔 전공 중에 웅치의 공이 행주보다 위이다.”
(『백사별집』권4)라고 말하며 행주대첩보다 웅치전투를 더 우위에 둠
- 유성룡 : “적병의 욤앵 있는 자는 웅령 싸움에서 많이 죽었으므로 기운이 이미 다 없어졌다.”, “전라도
한 도가 이 싸움으로 보존되었다”(『징비록』 권1, 임진년 7월)
- 일본 승려 가스야스(和安) : 일본군이 임진 전쟁에서 가장 패한 전투 3곳 중 첫째가 웅치라고 평가(『포
저집』)
- 당대 조선과 일본인 모두 웅치전투는 작게는 전라도를 지켰고, 나아가 조선을 구한 전투로 평가
- 웅치전투를 통해 임진왜란시기 연전연패한 조선 관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
- 임진왜란 초기 관군의 지휘체제가 유일하게 유지되어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둔 최초의 전투
- 임진왜란 최초로 관군과 의병이 합심하여 승리를 거둔 전투

웅치전적지의 범위 설정
❍ 광의와 협의의 범위
- 광의 : 앞서 본 것처럼 1592년 7월 8일 진안과 전주의 경계인 웅치 일대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7월
10일경 황진이 안덕원에서 승리하였음. 따라서 포괄적으로 보면 웅치전투의 전적지는 진안부터 안덕원
에 이르는 지역
- 협의 : 웅치전투가 주로 벌어졌던 웅치 일대로 한정한다면 진안 우정마을부터 완주 삼중마을까지 이르
는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음
- 그 중에서도 적천치, 덕봉길, 곰티재 등이 주요 범위
37) 하태규, 「임진왜란 웅치이치전투와 전사적 의의」, 전북사학회, 『임진왜란 웅치전투와 이치전투』, 2017,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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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글어스 편집

[그림 3-29] 전주-진안 간 옛길 현황

❍ 전투 지역의 설정
- 『징비록』: “목책을 세워 산길을 막고 군사들을 독려하여 싸웠다.”, “적들이 물러나다가 웅령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시체를 수습하여 길옆에 묻어 큰 무덤을 몇 개나 만들었다.”
- 이러한 기록은 옛 길 자체가 전적지였음을 알려주는 사료
- 진안방면에서 전주를 향하여 공격해 오는 일본군을 막아 싸웠기 때문에 전투는 대부분 고갯길 정상부의
동쪽인 진안 방면의 길에 주로 전개되었음. 따라서 웅치의 동쪽 진안 방면의 산등성이에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영로와 주변 산기슭 혹은 산봉우리까지 전적지에 포함해야 함
- 이 세 노선은 진안군 방향에서는 완경사지만, 완주군 방면에서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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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지
- 곰티재 지구
• 진안에서 전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경로이고, 조선 후기 각종 고지도 등에서 이곳을 웅치, 웅령 등으로 기
재하며 1910년대 신작로까지 개설되어 이전에는 이 길이 웅치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으로 인식하였음. 따라서
웅치전적비도 이 가운데 건립하였음
• 최근 연구에 의하면 주 전적지는 후술할 덕봉 지구로 비정되고 있음. 하지만 이 지역 역시 일부 규모라도
전투가 벌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이해되고 있어 전적지로 포함해야 함
• 주 전투지로는 고갯길의 입구에 해당하는 장승리부터 부암마을 앞을 거쳐 웅치 정상까지를 주 전투지역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임진왜란 전투와 관련된 자료는 찾을 수 없음

- 덕봉 지구
•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기의 주 간선 도로였고, 이 길이 당시의 웅치라고 추정
• 덕봉마을에서 정상을 넘어 왜장바위 구간에 임진왜란과 관련된 민간전승과 지명이 전해오고 있으며 라이다
촬영 등을 통해 인골이 대량으로 확인되고 있음
• 아울러 추정진지터 2개소, 성황당터와 성벽 등을 확인하였고,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의 봉화터까지 확인
되었음. 따라서 덕봉마을 ~ 고개 정상을 거쳐 왜장바위 구간을 전적지로 설정할 수 있음

- 적천치 지구
• 이 길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진안에서 전주로 가는 주요 길이기 때문에 제외하기 어려움
• ‘적천치(賊川峙)’라는 명칭 자체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이길을 넘었기 때문에 불리었다고 하여 그 경향성
을 더욱 높혀줌
• 다만 적천치를 이용하면 정상에서 내려오는 지역의 경사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실제 전투가 벌어지기는
쉽지 않지만, 이 지역 역시 일본군과 조선군의 전투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범위로 설정해야할 필요
있음

❍ 주 전적지 관련 유적 현황(덕봉을 중심으로)
- 전승: 이 지역에서 수 십 년 전 논과 밭을 개간할 때 많은 무기류가 출토되었다고 함
- 지명과 전설: 임진왜란과 관련된 전설과 지명인 소정골38)․여사골39)․진친골․승고곡 등이 전해지고 있음
38) 이곳을 침략한 일본군 대장이 고바야카와 다카가게(小早川隆景)의 앞 글자인 ‘小’자와 이를 정벌한 골짜기
라는 뜻의 ‘정(征)’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소조천융경의 부대를 격파한 골짜기라는 뜻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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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 1989년에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진안지방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
터, 산성의 석축열, 무덤 형태의 지형 등이 1980년대 후반까지도 남아 있었음
- 최학부 묘비: 약 230년 전에 건립되었는데 여기에 의하면 당시 이곳이 구 웅치동이라고 기록되어 임진
왜란때 주 도로였을 가능성이 높음
- 성황당: 고개 안쪽에 성황당으로 추정되는 돌무더기 있음
- 토루 형태의 돌무더기: 임진왜란때 급히 축조한 토성의 가능성 있음
- 왜장바위: 정상에서 400m 정도 완주쪽으로 내려오면 큰 바위 지대가 있는데, 이곳을 왜장바위라고 함.
전설에 의하면 웅치전투 때 김제군수 정담이 백마를 타고 오는 왜장을 죽인 곳이라고 함
- 두목마을: 명칭 자체가 임진왜란 시기 일본군을 막기 위해 목책을 설치하여 계곡을 막았다는 전승에서
유래

< 성황당>

< 추정 성벽>

< 추정진지터2>

<
제2방어진지>

출처 : 저자 작성

[그림 3-30] 웅치전적지 주요 유적 현황
39) 일본군의 동정을 살피는 척후병이 숨어 있었던 곳이라고 전해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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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치전적지 문화재 현황, 주변 유적
❍ 웅치전적지 관련 학술대회와 발굴(시굴) 조사 연혁
- 학술대회 및 발굴(시굴)조사 현황
[표 3-7] 학술대회 개최현황
명칭

개최년월

주관

임진왜란 웅치전투와 그 전적지

2006년 3월

전라북도/진안군

사적승격을 위한 웅치이치 전적지 재조명

2017년 9월

전라북도/진안군

웅치전적지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을 위한 재조명

2020년 9월

전라북도

[표 3-8] 발굴(시굴)조사 현황
조사명
진안 웅치전적지
시굴조사
완주 웅치전적지
시굴조사
완주 웅치전적지
발굴조사

조사기간
18.06.0718.09.30
18.08.2318.10.01
18.12.1819.04.16

조사면적(㎡)

진안 웅치전적지
시발굴조사

19.09.2519.11.17

1,786
2,647

조사내용

25,000

 추정성터, 추정고분군, 성황당 시굴조사

2,655

 추정성터, 추정진지터, 봉화터 시굴조사
 성황당 서쪽 및 적석시설1, 추정진지터2,
 요광원터, 민묘군, 추가고분
 성황당 및 건지봉 봉화터 일부 발굴조사

❍ 웅치전적지의 고고학 성과
- 성황당터(완주군과 진안군 경계), 추정진지터2(완주군), 추정고분군, 추정성터가 웅치전투와 관련 시설로
추정. 아울러
< 그림 3-31>에서 보이듯이 덕봉길에 관련 유적이 밀집한 경향을 보임
- 퇴적 양상으로 보았을 때, 의도적으로 쌓은 양상을 확인하였고, 출토유물을 보면 조선시대로 추정
- 웅치전적지 부근 유물 분포도를 보았을 때도 덕봉길이 전투지였을 가능성 매우 높음
- 『징비록』의 기록에 일본군 전사자의 시체를 모아 길가에 무덤을 만들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웅치전적지
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의 장소(성황당터, 추정진지터2, 추가고분군)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 그 결과 모든 지점에서 주변토의 최대값인 100㎎/㎏을 초과한 인이 검출 → 이는 시험 지역에 다량의
인골이 매장되었다는 증거로 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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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웅치이치 전적지 기초자료 정밀조사』, 2016, 재인용

[그림 3-31] 웅치전적지 부근 유물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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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지 목록40)
[표 3-9] 유적지 목록
연번

유적명

주소

1

성황당터

전북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산292-2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51

분묘유적

2

추정진지터2

전북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산292-2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51

관방

3

건지봉 봉화터

전북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산292-2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51

관방

4

추정고분

5

작은 진친골

6

전북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산292-2, 산292-1

유적성격

분묘유적

전북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산290, 산289, 산292-1, 817-1,
산291

관방

추정성터

전북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산292-2

관방

7

큰 진친골

전북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산290, 산288, 산289, 822, 824,
823-1, 819

관방

8

최학부 묘비

9

요광원터

10

추정진지터1

11

고바위 봉화터

전북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산288

분묘유적

전북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산207, 856-2~870, 871-2, 881

건축유적

전북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산276, 산278, 1145, 1146

관방

전북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산65-1, 산65-2, 산66-1

관방

- 주요 유적지 현황
• 성황당터 : 덕봉길 정상 부근에 원형의 돌무지 형태인 성황당(서낭당)터가 있음. 이곳은 진안군 부귀면 세동
리와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사이의 경계. 여기에는 소형 할석 등으로 조성된 원형의 돌무지가 작은 동산 형
태를 이루고 있음. 직경은 약 15m
• 추정진지터2 : 성황당터 서쪽에 있고, 동쪽은 진안, 서쪽은 완주로 양 지역의 경계를 이루고 있음. 이곳은
‘갈 지(之)’ 형태로 소로가 있고, 주변에 길이 10m 내외의 돌무지가 인위적으로 조성. 이는 고개를 넘어오
는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곳
• 건지봉화터 : 성황당터부터 약 북쪽 50m를 더 가면 건지봉이 나오는데, 여기에 5 × 9m 규모의 석렬이
장방형으로 둘러져 있는데 여기가 바로 봉화터의 흔적으로 보임
40) 웅치전적지 부근 유물 분포도(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웅치이치 전적지 기초자료 정밀조사』, 2016)을
재편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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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고분군 : 해발 450~480m 가량의 능선에서 고분으로 추정되는 형태가 발견되었고, 이곳은 전사자를 곳
곳에 한 군데에 모아 만든 무덤 가능성이 있음. 현재 5기 정도 확인되었고, 추가 확인 가능성 있음
• 작은진친골 : 현재 농장 조성을 위해 벌목이 이루어져 있는 곳으로 골짜기 내부는 공간이 협소하고, 경사가
급해서 많은 군사들이 이곳에 진을 치거나 방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곳의 남쪽 맞은편에
성터로 보이는 유적이 있고, 방어하는 입장에서 적을 공격하기 유리한 곳. 진지터는 길이 75m, 너비 65m
내외이지만 민가가 들어오면서 원래의 지형이 변경되어 관련 유구를 찾을 수 없음
• 추정성터 : 석축은 2~3단 안팎으로 남아있는데, 대부분 유실. 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1970년대에 이
곳에서 많은 돌을 빼냈고, 목책도 있었다고 함. 최근 임도가 개설되면서 더 많은 석축이 유실되었고, 작은진
친골 건너편에서 방어 구축선을 마련하기 위한 것. 현재 임도 옆으로 이어지는데, 범위는 길이 100m, 너비
10m 정도로 추정
• 큰진친골 : 작은진친골 오른쪽에 큰 진칠골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음. 여기에는 깊은 골이 있어 골짜기 내부
가 보이지 않고, 입구는 넓은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음. 이는 적을 차단하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 진주
구축 가능성이 매우 큼. 현재 유구의 흔적과 유물 등은 확인되지 않지만 가공된 석재 1매가 확인되어 진지
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 최학부묘비 : 이곳은 비문에 의하면 1828년에 건립된 것으로 그 비문을 확인하면 최학부의 아들과 절친한
한익상이 작성한 것. 여기에는 “진안지이북적천구웅치동도주봉동록최상절건좌원(鎭安之⼆北笛川舊熊峙洞都主
峰東麓最上節乾坐原)”이라고 기재되었음. 즉, “구웅치동”이라는 기록을 통해 당대에는 이곳이 구웅치동이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요광원터 : 창열사 서남쪽의 완만한 경사면의 민묘와 밭 가운데에 위치함. 이곳에서 조선시대 기와편과 분청
사기편이 수습되어 요광원(要光院) 자리로 추정. 즉, 조선시대 주요 길목에 역(驛)과 원(院)을 설치했던 교통
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고, 충분히 전투벌일 수 있는 곳이라는 가설 성립 가능
• 추정진지터1 : 덕봉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많은 군사들이 머물 수 있는 비교적 평탄한 지역이 있음. 이 일
대가 나주 판관 이복남이 전투시 1차 방어진지를 구축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음. 현재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음
• 신촌리 왜장 바위 : 이곳은 진안에서 완주로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곳으로 현재 완주군 신촌리 산51번지 일
대에 있음. 전승에 의하면 김제군수 정담이 능선을 따라 넘어오던 백마 탄 일본군 장수를 여기에서 잡아 왜
장바위라는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함. 아울러 바위에 붉은 색이 보이는데, 이는 정담을 비롯한 조선군의 애국
충담의 피가 스며들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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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작은진친골 전경

2) 순례길
아름다운 순례길 현황
❍ 정의
- 2009년 10월 31일에 전북은 240Km로 8박 9일 코스인 ‘아름다운 순례길(이하 순례길)’ 개통
- 순례길은 여러 종교의 특성을 존중하여 여러 곳을 차례로 방문하도록 만든 길로, 전주․완주․김제․익산의
불교․천주교․기독교․원불교 등 4대 종교의 성지를 돌아 볼 수 있도록 함

- 순례길은 종교와 역사문화․자연풍광 등을 느낄 수 있는 코스로, 이를 통해 현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각 종교를 폭 넓게 품을 수 있는 자아를 마련하는 사색의 공간으로 각광
- 김대건 신부가 처음 도착한 나바위성지, 후백제 견훤의 유배지이자 관련 국보와 보물을 보유한 금산사,
1923년의 첫 예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진행하는 효자동교회,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나라 4대
종교로 성장한 원불교 익산 성지 등을 품어 화합을 내세움. 아울러 관련 자연 풍광 및 초목 등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하여 한옥마을에서 끝내는 여정
<( 그림 3-3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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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스탬프 투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완비 되어 있음. 그리고 앱을 통해 지도 및 코스보기, 주변관광
지 안내와 증강현실까지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이용자수가 급감하여 잘 운영되지 않음
- 총9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음

• 1코스 : 풍남문~송광사
• 2코스 : 송광사~천호
• 3코스 : 천호~나바위
• 4코스 : 나바위~미륵사지
• 5코스 : 미륵사지~초남이
• 6코스 : 초남이~금산사
• 7코스 : 금산사~수류성당
• 8코스 : 수류성당~모악산
• 9코스 : 모악산~풍남문

출처 : 전북일보 2012년 8월 31일자

[그림 3-33] 도내 4대 종교 순례길

❍ 제1코스
- 한옥마을~송광사로 다시 1-1코스와 1-2코스로 구분
- 1-1코스 : 풍남문 → 전동성당 → 남문교회→ 원불교 교동성당→ 치명자묘지→ 남고산성→ 마치리→
정수사→ 대흥마을 → 원불교 만덕산 초선지→ 신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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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코스 : 신촌마을 → 화심 → 무지개가족 → 송광사
- 해당 사업 구간 : 만덕산 → 원불교 만덕산 초선지 → 웅치전적비 → 신촌마을 → 화심

❍ 주요 지점
- 만덕산
• 위치 : 완주군 소양면과 상관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해발 762m
• 유래 : ① 수많은 전란을 겪었지만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많은 덕을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음. ② 고구려의 승려 보덕이 창건한 만덕사(萬德寺)에서 유래했다고 함41)
• 관련 자료

- 『가정집(稼亭集)』: “전주 남쪽 만덕산(萬德山)에 보광(普光)이라는 절이 있는데, 이곳은 바로 백제 시
대에 세워진 대가람(大伽藍)으로서 화엄(華嚴)의 교법을 강설한 곳이다.”(이곡, 『가정집(稼亭集)』권3,
기(記), 대화엄보광사)
- 『이해학유서(李海鶴遺書)』: “박한진과 전주 만덕산을 유람하고 「유만덕산기」를 짓다.”(이기, 『이해학
유서(李海鶴遺書)』권8, 기(記), 유만덕산기)

• 주요 거점 : 전망바위, 관음봉, 정수사, 대흥마을, 만덕폭포

- 원불교 만덕산 초선지
• 위치 : 진안군 성수면 중길로 655-37
• 정의 : 원불교를 개창한 소태산(少太山) 대종사(大宗師) 박중빈(朴重彬)이 12명의 제자에게 처음으로 참선
훈련을 시켰던 초선 터로 현재 마음공부를 하는 훈련장으로 운영
• 유래 및 변천 : 1930년에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상당 마을 일대에 17만평을 매입하고, 이후 이준경, 이보
구 등이 총부에서 파견되어 홍곡당을 짓고 감나무를 심는 등 개간하면서 약초를 팔면서 생활. 1982년에 법
당과 생활관, 수련관, 훈련관을 사용하다가 2009년에 훈련원 본관을 신축하여 활용하고 있고 주변의 만덕산
농원 등을 보유

- 웅치전적비
• 위치 :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51(곰티재 정상부근)

41) 고구려 출신 승려 보덕이 창건한 절은 고덕산 아래에 있는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의 경복사이다. 따라서
위의 전설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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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1979년 12월에 임진왜란 때 웅치전투에서 순국한 선열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웅치전적비(熊
峙戰蹟碑)’를 새긴 비문을 건립(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 웅치전투 기념사업추진회는 매년 음력 7월 8일
웅치전투 추모식을 진행
• 관련 논란 : 최근 연구가 축적되면서 해당 지역이 주 전투지가 아니라 덕봉 마을 일대였다는 의견이 우세함.
그렇지만 이 곳 역시 소규모라도 전투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세운 건축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
용할 가치 있음

순례길 활용 실태
❍ 옛 웅치길에서의 순례길 입구 현황
- 옛 웅치길에서 만덕산에 이르는 순례길
• 옛 웅치길에서 소양천을 따라 두목마을을 거쳐 화심순두부 방면으로 이어지는 길이 순례길과 만나는 하나의
코스임
• 옛 웅치길은 콘크리트 포장의 도로로 도로 폭도 넓고 걷기에 불편한 편은 아님
• 옛 웅치길에서 만덕산으로 오르는 구간은 경사가 가파르고 덩굴식물이나 이끼 및 잡초 등이 무성하게 자라
이용하기에 쉽지 않음
• 현재는 순례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순례길에 대한 표시는 달팽이 모양의 이정표와 방향 표시가 전부이며 각 지역에 산재한 역사문화 자원에 대
한 안내나 설명 등은 잘 되어 있지 않음

[그림 3-34] 순례길 이정표

[그림 3-35] 만덕산으로 오르는 순례길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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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자원
1) 문화관광지
가) 오성한옥마을42)
❍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일대에 위치한 오성한옥마을에는 고창과 무안에 있던 130
여 년된 고택 3채를 해체하여 완주군 소양면에 문화재 장인들의 손길로 이축한 ‘소양
고택’, 경남 진주에서 250년 된 고택을 이축한 ‘아원고택’이 위치하고 있음
❍ 블로그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층이 인증샷을 찍는 등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국내 유명 아이돌 그룹인 BTS가 오성한옥마을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됨

< 소양고택 입구<
>
아원고택에서 바라본 전망>

< 아원고택 BTS 촬영장소 표시> < 오성한옥마을 전경>
출처 : 전라북도 토탈관광
https://tour.jb.go.kr/travel/info/view.do?category_top_id=a&menuCd=&contentsSid=32&ctnt_id=24443

[그림 3-36] 오성한옥마을 주요 관광자원

42) 전라북도 토탈관광. (2022) 오성한옥마을. 2022. 3. 15. 검색,
https://tour.jb.go.kr/travel/info/view.do?category_top_id=a&menuCd=&contentsSid=32&ctnt_id=
2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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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승한지마을43)
❍ 완주군 소양면 보검길 18에 위치한 대승한지마을은 400여 년간 전승된 고려지(紙)의
원산지로 전국 최고의 한지생산지로 명성이 높은 지역임
❍ 맑은 물과 닥나무 재배를 통해 재배되는 전통한지 생산에 마을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지공장 유적 9곳, 장인 수준의 한지생산기술 보유자(전문 초지공) 10여명
이 거주하는 한지의 명소임
❍ 남녀노소 누구나 전통 한지 뜨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지체험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한지생활사전시관, 초지공들의 숙소인 줄방, 한지 재료인 닥나무에서 한지
를 생산하는 한지제조당, 한지전시·박물관인 승지관, 한옥스테이 등의 시설을 보유하
고 있음

< 대승한지마을 전경>

< 승지관 전시실>

< 한지를 다듬는 도침기(搗砧機)> < 한지 제조과정 체험>
출처 : 전라북도 한지사업협동조합.
https://www.hanjivil.com/index.9is?contentUid=0000000051201f43015138eefc1e0057

[그림 3-37] 대승한지마을 주요 관광자원
43) 전라북도 한지사업협동조합. (2022). 대승한지마을. 2022. 3. 15. 검색,
https://www.hanjivil.com/index.9is?contentUid=0000000051201f43015138eefc1e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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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광사 벚꽃길44)
❍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에서 해월리에 이르는 벚꽃길은 1970년대부터 식재된 40년 이
상된 왕벚나무 약 470여 그루가 심겨져 있고, 전주시 및 완주-순천 간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아 봄철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곳임
❍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4월에 가볼 만
한 명소에도 선정된 전라북도에서 대표적인 벚나무길에 속하는 곳 중에 하나임
❍ 2012년부터 소양벚꽃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변에 오성한옥마을과 대승한지마을,
화심순두부, 송광사, 위봉사, 위봉산성, 위봉폭포가 주변에 있어 연계코스로 관광이
가능함

출처 : 전북포스트. http://m.j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8

[그림 3-38] 송광사 벚꽃길 전경

44) 디지털완주문화대전. (2019). 송광사 왕벚나무길. 2022. 3. 15. 검색,
http://wanju.grandculture.net/wanju/toc/GC070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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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속등대 복합문화공간45)
❍ 완주군 소양면 원앙로 82에 위치한 산속등대는 과거 버려졌던 제지공장을 민간단체
에서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임
❍ 어린이와 가족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어뮤
즈월드, 미술관, 공장굴뚝을 개조하여 등대로 재탄생한 산속등대, 슨슨카페 등의 시설
을 갖추고 있음
❍ 어뮤즈월드는 5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생활과 관련된 문화활동을 체험, 상
상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과학활동, 가상현실(VR) 체험 등을 통한 사회성과 사교성 발
달, 작품만들기 등의 예술활동을 통해 오감발달을 도와줌

< 과거 폐공장 <
모습>
산속등대 복합문화공간 전경>

<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사진전>

< 어뮤즈월드 VR체험>

출처 : 산속등대 복합문화공간 https://www.sansoklighthouse.co.kr/greetings/

[그림 3-39] 산속등대 복합문화공간

45) 산속등대 복합문화공간. (2022). 산속등대. 2022. 3. 15. 검색,
https://www.sansoklighthouse.co.kr/gr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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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규제 현황
❍ 소양시험림 및 주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에 속함
❍ 타 법에서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 산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상 시험림으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일부 구역에는 웅치전적비 등에 의해 시도지정문화재구역(산 18-1) 및 전라북도조례에
따른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산 18-1, 산 18-2, 산 1-4)으로 지정되어 있음
[표 3-10] 소양시험림 지번별 토지이용규제 현황
위치

번지

지역지구 지정여부
국계법

산18-1
(365.17ha)

농림지역

국계법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고속국도 익산장수선)

고속국도법

도로구역

도로법

시도지정문화재구역(23.7ha)

문화재보호법

시험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월상천)

소하천정비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하천구역(소양천(지방))

하천법

농림지역

국계법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국계법

농림지역

국계법

타법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국계법
산18-2
(0.0013ha)

산1-1
(12.78ha)

관계법령

타법

132 ∙ 소양시험림 명품숲 조성방안 연구

위치

번지

지역지구 지정여부

국계법
산1-2
(0.0013ha)

타법

국계법

산1-4
(192.56ha)
타법

국계법
산1-6
(56.75ha)

타법

국계법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산108-2
(54.57ha)

타법

관계법령

접도구역

도로법

시험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국계법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국계법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도지정문화재구역(2.5ha)

문화재보호법

시험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두목천, 삼중천)

소하천정비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농림지역

국계법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

도로법

시험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국계법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

도로법

시험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출처 : 토지이음(https://www.eum.go.kr/web/ar/lu/luLandDet.jsp)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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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분석
가. SWOT 분석
1) 강점(Strength)
❍ 소양시험림 및 주변지역은 60여 년간 조성된 명품 인공림과 산림경관을 보유하고
있음
❍ 만덕산을 중심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된 산지습성림 등 천연림이 넓게 분포
하며,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음
❍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20번)와 26번 국도, 모래재길 등 전주와 진안으로부터 접근
성이 매우 양호함
❍ 임도, 사방댐 등 산림자원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향후 산림
휴양기능을 부여하기에 적합함

2) 단점(Weakness)
❍ 부지 전체가 4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 향후 방문객의 동선 구성이나 시험림 내에서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 등에 약점 발생
❍ 대부분의 산림지역이 급경사지에 분포하고 있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의 접근성에
한계 발생
❍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및 그 교각에 의해 만덕산 주변의 산림경관 침해요소가 발생하며,
산림경관을 원경에서 감상할 수 있는 조망점이 부족함
❍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소양시험림을 대표할 수 있는 생태자원(또는 깃대종)이 부
족함
❍ 향후 현장 정밀조사를 통해 동식물상에 대한 생태조사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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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회(Opportunities)
❍ 시험림 구역 중 산 18-1번지에 지정되어 있던 문화재구역이 2021년 8월에 대부분이
해제(기존 365ha에서 94.9ha로 변경)되어 산림휴양지로 조성이 가능하게 됨
❍ 최근 캠핑과 나홀로 여행 등 청년층의 산림휴양 및 힐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한지마을, 한옥마을, 벚꽃길 등 완주군 소양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분포하고 있어 연계 관광에 유리함
❍ 산림청에서는 2020년부터 국가숲길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수한 숲과 웅치전적지라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소양시험림에 숲과 역사문화가 융복합된 산림휴양시설과 프로그램 도입 가능함

4) 위협(Threats)
❍ 인근 지역에 민간에서 조성하는 각종 관광지가 개발되고 있어 개발압력 증가로 생태
계에 훼손을 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완주군과 인근 지역(진안군, 임실군 등)에 유사 시설(자연휴양림, 자연공원, 수목원,
산림치유원 등)이 다수 조성되어 있어 이들과의 차별화 및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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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소양시험림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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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및 비전, 목표 설정
가. 기본방향
❍ 본 연구에서는 소양시험림에 대해 향후 명품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 소양시험림의 명품숲 조성 방향은 기존 산림휴양지가 갖고 있었던 한계인 시설 중심,
단순 휴양 중심, 휴양객(개인)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함
❍ 대신에, 소양시험림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가치인 자연환경과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
험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협력을 통해 함께함으로써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곳
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가지 기능의 구현에 중점을 두고 소양시험림 명품
숲을 조성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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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양시험림의 차별화 방안
1) 배경
❍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자연휴양림이 도입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는 기존의
수목원과 함께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 기능을 중심으로한 시설이 들어섬
❍ 2010년대를 기점으로 국민여가시간의 확대와 경제성장, 숲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
면서 숲길 걷기, 숲 치유, 숲 명상, 숲 레포츠, 숲 음악회 등 숲을 중심으로한 다채로운
숲 체험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함
❍ 전라북도에는 진안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새만금에 국립 새만금수목원, 익산에
국립 익산 치유의 숲 등의 신규 산림휴양 시설이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산림휴
양과 일부 산림치유 기능에 국한되어 있음
❍ 숲이라는 자원적 특성과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 이용객들의 선호와 수요, 지역사회의
참여 가능성을 잘 파악한다면 기존과 유사한 또 하나의 숲이 아닌, 타 지역과 차별화된
소양시험림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숲 체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

2) 차별화 방안
❍ (소양시험림의 미래 역할과 포지셔닝)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 자원을 복합적으로 보유
한 장소로서의 특성, 가족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전 세대를 포괄하는
무장애 숲 체험경험 제공, 지역 예술가와 마을이 참여하는 운영방식을 통해 종합적인
숲 체험 문화를 원스탑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함
- (다채로운 숲 생태와 역사문화 체험) 소양시험림은 오랜 시간동안 관리·육성된 약 60여년에 이르는 다
양한 조림지(백합나무림, 리기테다소나무림, 전나무림, 삼나무림 등)를 체험할 수 있으며, 만덕산과 호남
정맥을 따라 펼쳐진 산지습성림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음. 또한 웅치전적비와 4대 종교 순례길 등 소양
시험림 주변의 지리적 환경으로 형성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임
- (전 세대·무장애 숲 체험) 최근 소규모 가족단위 방문객의 자연체험 선호, 숲 치유와 숲 힐링, 숲 걷기
에 대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수요,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을 포괄한 전 세대가 체험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을 고려하여 숲 체험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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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마을과 예술가 참여) 소양시험림이 위치한 완주군은 로컬푸트, 삼례문화예술촌 등 지역주민 공동
체가 직접 참여하는 마을 단위의 사업들이 활성화 되어 있음. 따라서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의 마을들(두
목마을 등)과 지역의 음악가·미술가 들이 소양시험림에 조성할 숲 체험 시설과 음식·음료 제공 프로그램
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그림 4-1] 소양시험림 명품숲 조성 차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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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전, 목표, 추진전략 도출
❍ 본 과제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소양시험림의 명품 숲 조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그림 4-2]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1) 비전과 목표
❍ (비전) 60년간 가꾼 소양시험림을 국민이 누리는 명품 숲으로!
- 지난 60여 년간 지역의 산림녹화를 위해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조성하고 가꿔온 소양시험림의
조림지와 만덕산-호남정맥 주변의 천연림을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명품 숲
체험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

❍ (목표) 자연, 역사, 문화가 숨쉬는 다채로운 숲 체험 명소 구현
- 소양시험림이 가지고 있는 조림지와 천연림, 서식 생물, 지형, 웅치전적비와 4대 종교 순례길을 토대로
지역의 마을 공동체와 예술가가 참여하여 지역 고유의 숲 문화가 창출되는 숲 체험 명소로 승화시키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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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가) 공간계획을 통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
개요
❍ 소양시험림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전라북도 지역에서의 숲 조성 사업의 역사가 간
직된 곳으로 우수한 산림자원 및 경관과 지역에 특화된 조림수종을 연구한 곳으로서
가치가 있음
❍ 공간계획을 도입, 연구·교육 및 보전가치가 높은 숲은 보존하고, 잘 가꿔진 숲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은 자연과 조화된 방법으로 개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소양시험림이 보유한 명품 숲으로서의 보전가치를 높이고, 시험림과 주변
산림자원이 갖고 있는 숲의 향유가치를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공유하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명품 숲으로 육성하고자 함

MAB 기반의 보전 및 이용구역 설정46)
❍ 지금까지 보존·육성된 소양시험림의 숲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면서 적정한 숯 체험
시설의 도입을 통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유네스코가 제안한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간구획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 유네스코에서는 생태적·생물권적으로 우수한 자연을 보유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인간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간과 생물권(Man and Biosphere) 프로그
램을 제시하고 있음
❍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을 세계
각국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핵심구역(Core area)’, ‘완충구역(Buffer area)’, ‘협력구역(Transition area)’으로
구분된 공간구획 체계를 제시함
46)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http://www.unescomab.or.kr/v2/biosphere/aboutb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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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구역: 엄격히 보호되는 하나 또는 여러 개 지역.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간섭을 최소화한 생태계 모
니터링, 파괴적이지 않는 조사연구, 영향이 작은 이용(예: 교육) 등을 할 수 있음
- 완충구역: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이에 인접해 있다. 환경교육, 레크리에이션, 생태관광,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등의 건전한 생태적 활동에 적합한 협력활동을 위해 이용
- 협력구역: 다양한 농업활동, 주거지, 기타 다른 용도로 이용됨. 지역의 자원을 함께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 관리당국, 학자, 비정부단체(NGO), 문화단체, 경제적 이해
집단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일하는 곳임

출처 :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그림 4-3] 생물권보전지역의 공간구획 체계

❍ 본 연구에서는 소양시험림의 전반적인 숲 조성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각 구역의 대략적인 공간적 위치를 제시하고자 함
- 핵심구역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만덕산과 호남정맥 인근 천연림 지역, 시험조림지 중에서 학술적인
연구와 생태계 보존을 위해 구분한 지역으로 함
- 완충구역은 핵심지역을 둘러싼 지역으로 만덕산과 옛 웅치길에서 웅치전적비에 이르는 임도 주변 구간
등 대부분의 지역에 해당함
- 협력구역은 소양시험림에서 보유한 우수한 산림경관 및 산림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방문객과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10대 수종 조림지역, 발맹이골 입구 사방댐 지역, 산지당골 주변
지역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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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업화를 위해서는 기본구상 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수립 과제를 통해 소
양시험림이 보유한 생태자원 조사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현장심층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협력구역의 공간적 범위를 지정할 것을 제안함

[그림 4-4] 핵심-완충-협력구역별 주요 기능 및 도입시설

나) 자원 특성을 활용한 명품 숲 체험기반 조성
오감으로 느끼고 휴식을 통해 실감하는 명품 숲 체험
❍ 소양시험림에는 1960년대 후반부터 조성한 다양한 조림수종이 식재되어 있으며, 이들
중에는 외국유망수종(10대수종) 조림지와 같이 흉고직경 30~40cm의 대경목으로 이
루어진 숲도 포함하고 있음
❍ 방문객들에게 리기테다소나무, 백합나무, 전나무 등의 조림지를 걷고 둘러보며 수종
마다 간직한 다양한 형상, 냄새, 맛, 질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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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사이를 약 20m 높이에서 걸으면서 숲의 수직적 구조와 나뭇잎 및 나뭇가지,
새소리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트리워크 및 숲 전망타워를 조성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목재를 활용하고, 전주 한옥을 디자인 모티브로 적용한 신개념의
숲 호텔을 조성하여 기존의 호텔과 다른 숲 휴식을 제공

(좌상) 전나무조림지, (우상) 리기테다소나무 조림지, (좌중) 백합나무조림지(산지당골 안쪽),
(우중) 백합나무조림지(10대 외국유망수종 조림지 내), (좌하) 옛 웅치길 주변 리기테다소나무
조림지, (우하) 발맹이골 임도 구간의 리기테다소나무 조림지

[그림 4-5] 인공조림지 숲 체험시설 도입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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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산-호남정맥 자연생태 체험
❍ 만덕산은 천연림의 비중이 높고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임
❍ 만덕산 주변으로는 주화산에서 박이뫼산에 이르는 호남정맥이 산 18-1번지 남측의
곰티재-만덕산을 따라 지나가고 있음
❍ 특히, 만덕산 주변의 북사면은 들메나무-층층나무 군락으로 산지산림식생 중 산지습
성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47), 그 주변으로 고속도로 밑부분은 굴참나무 군락,
웅치전적비 부근으로는 신갈나무 군락이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호남정맥과 만덕산 일원의 자연생태 환경과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됨

출처 :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s://egis.me.go.kr/main.do)

[그림 4-6] 만덕산 주변의 식생군락 현황(생태자연도)

47) 정진철, 전경수, 장규관, 최정호, 1994, TWINSPAN과 DCCA에 의한 만덕산의 삼림군락과 환경의 요인
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지 83(2): 26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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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https://species.nibr.go.kr/)

[그림 4-7] 들메나무(위) 및 층층나무(아래) 모습

웅치전적지 및 순례길을 통한 역사문화 체험
❍ 소양시험림에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맞아 싸운 웅치전적지와 옛 웅치길, 4대 종교
성지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순례길의 만덕산 코스가 지나가고 있음
❍ 따라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임진왜란 당시의 항전 역사를 체험하고, 천주교 박해
등 4대 종교와 관련한 이야기를 담아 차별화된 탐방길로 조성 가능함
❍ 임진왜란 당시에 만덕산 주변의 산세와 지형 지물, 고개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방어하고 결국 승전으로 이끈 이야기를 옛 웅치길과 덕봉길을 중심으로 담아낼 수 있음
❍ 만덕산과 그 밑에 미륵사 사찰 및 순례길을 활용하여 옛 조선시대 말기 이후 박해를 피
하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했던 옛사람들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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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는 숲
❍ 소양시험림의 급한 경사와 접근성 제약을 극복하고,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의 숲
체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무장애 숲 체험시설을 조성함
❍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수평 방향의 평평한 지그재그형 숲 생태 탐방길 및 임진왜란
항전역사 체험 길 코스를 조성함
❍ 어린이와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숲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숲에서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숲 슬라이드 등 체험 시설을 조성함

출처 :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 (https://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5982.html)

[그림 4-8] 서울 양천구 계남공원의 무장애 숲길

출처 : FForest coaster (https://www.zipworld.co.uk/adventure/fforest-coaster)

[그림 4-9] 영국 FForest의 숲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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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숲 문화공간 실현
❍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에 위치한 두목마을 등 마을공동체가 참여하여 소양시험림에 조
성되는 숲 음식 체험장, 숲 호텔 등에 지역 고유의 마을음식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
❍ 소양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와 지역의 쉐프들이 참여하여 소양시험림 특화 로컬푸드
메뉴를 개발
❍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음악가와 미술가들이 참여하여 숲 속의 음악회를 개최하고
자연 소재를 활용한 미술작품 활동을 통해 소양시험림만의 숲 문화를 만들고 방문객
들에게 숲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함
- 제주도 치유의 숲에서 2016년부터 개최된 ‘자작나무숲 음악회’는 제주도민들로 구성된 악단(음악감독
우상임)으로 ‘숲’과 ‘음악’을 결합해 제주 지역민들에게 문화적인 힐링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음48)

출처 : 여행신문(Travie) (http://www.travi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74)

[그림 4-10] 제주도 치유의 숲에서 열린 ‘자작나무숲 음악회’

48) 트래비 매거진(https://www.travi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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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추진과제 제안
❍ 본 과제에서는 제안된 4개 추진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개 주요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1) 소양 명품 숲 걷기 공원, (2) 숲 안식 체험 타운, (3) 오감만족 힐링·치유 숲, (4) 만덕산-호남정맥
숲 생태 체험길, (5) 웅치길 임진왜란 항전 역사 숲길

❍ 추진전략Ⅰ과 Ⅱ는 모든 과제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과제별로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
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도입과 보전 및 이용강도 설정에 반영됨
❍ 추진전략Ⅲ은 3개 과제(추진과제1, 추진과제4, 추진과제5)의 숲 체험시설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됨
❍ 추진전략Ⅳ는 2개 과제(추진과제2, 추진과제3)의 숲 체험시설의 운영 부문에 적용됨

[그림 4-11] 추진전략을 반영한 주요 추진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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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소양시험림 명품 숲 조성 추진과제 제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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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양 명품 숲 걷기 공원 조성
1) 개요
❍ 스카이워크, 트리워크를 통해 소양시험림의 숲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천히 즐기고, 경
사차를 이용한 숲 슬라이드와 전망타워를 통해 명품 숲을 감상할 수 있음
❍ 백합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등 대경목 숲이 조성되어있는 10대 수종 조림지를 직접 체
험하며, 소양 숲 조성 역사로 보는 110년의 우리나라 육림 역사와 수종별 생육상태
체험교육이 가능함

2)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 스카이워크, 트리워크
- 높은 지대에서 내려다보며 숲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 커다란 대경목 나무와 나무 사이를 지상
위로 걸으며 숲 안에서 숲 경관을 바라보는 트리워크를 통해 숲과 나무를 다양한 각도에서 색다르게 관
람할 수 있음

❍ 숲 슬라이드
- 숲 슬라이드(포레스트 슬라이드)는 소양시험림의 높은 경사를 이용하여 무동력 하산할 수 있는 시설로,
스릴과 속도감을 느낄 수 있어 숲의 놀이시설로서도 즐길 수 있음

❍ 전망타워
- 전망타워는 탁트인 시야와 원거리에서 전체적인 숲을 바라볼 수 있으므로 원거리 조망을 제공하며 대경목
숲이 조성되어있는 10대 수종 조림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또한 소양시험림 숲의 사방 경관을 감상할 수 있음

제4장 소양시험림 명품숲 조성 전략구상 ∙ 153

[그림 4-13] 소양 명품 숲 걷기 공원 위치도

[그림 4-14] 소양 명품 숲 걷기 공원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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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워크 (대전 ‘장태산자연휴양림’)
(좌)출처:감자님의 블로그(https://hangamja.tistory.com/1269)
(우)출처:제이사랑과행복한여행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mh700704&logNo=221994495589)

스카이워크 (장항 ‘스카이워크’)

트리워크 (뉴질랜드 ‘레드우즈 트리워크’)
출처:레드우즈 트리워크 홈페이지
(https://www.treewalk.co.nz/)

출처:서천군 홈페이지

숲 슬라이드
(동두천 ‘놀자숲 포레스트 슬라이드’)
출처:어드벤처(주)
(http://www.adventure.kr/c/2/18/233)

전망타워
(체코 ‘리프노 산림 목재 체험공원’ 전망대)
출처:https://www.facebook.com/adventurekr
02/photos/pcb.2648935295338067/264
8935108671419

[그림 4-15] 소양 명품 숲 걷기 공원 주요시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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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숲 안식 체험 타운
1) 개요
❍ 사방댐 주변 공터와 임도 구간을 활용하여 모노레일 및 산악자전거 코스 조성(관리소
-사방댐 구간)하여 레포츠를 즐기고 사방댐 부지에 캠핑장, 학습장, 숲속 정원 조성하여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음
❍ 사방댐-백합나무숲 구간 임도변으로 친환경 목재 소재를 활용하여 한옥과 전통조경
디자인이 반영된 숲 호텔을 조성하여 숲 안에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안식을 부여함

2)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 모노레일
- 경사가 심한 부지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무장애 이동자(유모차, 휠체어, 노약자
등)도 방문 관람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낮은 지대부터 높은 지대까지 편하고 안전한 관람이 가능함

❍ 산악자전거 코스
- 소양시험림의 지형적 특징인 경사차 구간(급경사, 완경사 구간)을 이용하여 산악자전거의 다양한 코스를
조성함
- 숲의 경관을 바라보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역동적인 산악레포츠를 즐길 수
있음

❍ 캠핑장, 학습장, 숲속 정원 조성
- 소규모 가족단위의 캠핑족, 야영족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사방댐 부지에 캠핑장과 숲속 정원을 조성

하여 자연과 더불어 현대적인 여가활동을 즐기는 동시에, 자연생태 학습장을 통해 숲에서의 생태체험･
교육이 가능함

- 또한 숲속 정원과 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코스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숨은 뷰, 힐링시간을 선물
해주는 장소로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방문추억을 기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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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호텔 및 탐방로 조성
- 사방댐-백합나무숲 구간 임도변에 친환경 목재를 활용한 숲속 한옥호텔을 조성함
- 백합나무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백합나무향의 은은함 속에서 현대인의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마음까
지 힐링되는 숙박공간임
- 또한 한옥호텔 주변에는 백합나무숲을 감상하고 거닐어 볼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함

[그림 4-16] 숲 안식 체험 타운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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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 (경기도 광주 ‘화담숲’)

산악자전거 코스
출처:조선비즈([신성장 산업] 산악자전거 코스 등
친환경 힐링 리조트로 변신 중)

출처:저자촬영

숲속 캠핑장(경기도 가평 ‘호명산잣나무숲속캠핑장’)
출처:대한민국구석구석고캠핑[호명산잣나무숲속캠핑장]
(https://gocamping.or.kr/bsite/camp/info/read.do?c_no=7780)

숲속의 정원
출처:유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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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 정원(포천 카페 ‘숨’)
출처:[카페 리뷰] 카페숨(포천) 숲속정원카페에서
제대로 힐링|작성자 짼
(https://blog.naver.com/sarang9737/222
488454756)

숲속 오두막 펜션(제주 ‘꽃신민박’)

숲 속 호텔(강원도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

출처:숲캉스 추천 :: 동화 속 숲의 나라에 온듯
예쁜 숲속 감성 숙소 추천 7선[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찰나의 시간들]
(https://dreaming-j.tistory.com/62)

출처:나무를 보며 멍때리기 좋은 국내 힐링호텔4곳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
w.nhn?volumeNo=9998475&memberNo
=3543910)

트리하우스(평택 트리하우스 ’톰 소여 방‘)

트리하우스(평택 트리하우스 ’허클베리 방‘)

출처:평택트리하우스 홈페이지(https://www.treehousekorea.com)

산 중턱 호텔(한라산 중산간에 위치한
의료관광컨셉의 헬스리조트 ‘WE호텔’)

숲 호텔 산책로(WE호텔에서 시작되는
편백나무, 소나무 군락지가 있는 산책로)

출처:나무를 보며 멍때리기 좋은 국내 힐링호텔4곳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998475&memberNo=3543910)

[그림 4-17] 숲 안식 체험 타운 주요시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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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감만족 힐링·치유 숲
1) 개요
❍ 산지당골 주변에 조성된 백합나무 숲과 주변의 인공림 조성 지역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힐링·치유 숲으로 조성하고자 함
❍ 백합나무 숲의 경관을 감상하고(시각), 숲에서 새소리와 나뭇가지에 스치는 바람소리를
들으며(청각), 수피나 나무열매 및 잎을 만지고(촉각), 숲과 꽃 및 열매의 향기를 맡으
며(후각), 산약초를 활용한 음식을 맛보면서(미각) 오감을 만족하는 경험을 누림

2)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 오감만족 백합나무 숲 체험원
- 수령 약 20년 내외의 청년기 백합나무 숲 속에서 숲을 천천히 감상할 수 있는 숲 체험길을 조성하고
포토스팟, 숲 안내판 설치
-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해 잡초 제거, 백합나무 가지치기 및 간벌, 하층식생으로 초화류(산수국 등)를
식재함
- 백합나무 숲 전체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숲속의 집을 조성하고, 숲 경관 감상, 숲 소리 듣기,
열매 체험, 스탬프 찍기 등의 경험을 제공

❍ 리기다-테다 소나무 숲향기 산책로
- 60~70년대 조림되어 약 60여 년이 지난 리기다소나무, 테다소나무로 이뤄진 인공림 사이로 소나무 숲
향기를 맡으며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
- 소나무림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숲 생태계를 안내하고, 소양시험림의 숲 조성 및 연구 역사를 가족단위
방문객과 일반인에게 설명하는 안내판 설치

❍ 숲 맛보기 체험장
- 숲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산약초, 열매 등을 활용한 숲 음식 및 숲 음료 맛보기 체험장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휴게 공간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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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예술 체험장
- 숲에서 나무와 자연을 주제로 한 자연미술 작품과 공예 작품 등을 전시하여 경관적으로 아름다움을 배
가시키고 방문객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제공함
-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 등 숲을 주제로 한 전 세계 음악가들의 다양한 음악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개최된 ‘쓰담쓰담’ 음악회 행사는 '2017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
화프로그램'에 선정되어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함49)
- 전주 및 완주 등 주변지역의 학교, 종교단체, 민간과 협력하여 숲 속 음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 숲을 주제로 한 다양한 만화영화를 캐릭터와 영상시연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여 가족단위
방문객들과 어린이들의 호응을 유도

[그림 4-18] 오감만족 힐링·치유 숲 위치도

49)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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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시험림의 백합나무 숲

백합나무 숲의 가을 단풍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
HttpsRedirect=true&blogId=eco88&lo
gNo=220522400281&view=img_8

출처:저자 촬영

[그림 4-19] 백합나무 숲 감상원 경관

국유림 명품숲으로 지정된 대전 유성구
계산동의 리기테다소나무 숲

제주 사려니 숲길의 목재데크 산책로

출처:http://www.jbnews.com/news/articleV
iew.html?idxno=1340962

출처: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
volumeNo=23401199&memberNo=46582882

[그림 4-20] 소나무 숲의 산책로 조성 사례

오대산국립공원에서 개최된 숲 속 클래식
음악회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개최된 숲 속
힐링콘서트 '쓰담쓰담'

출처:http://www.chamnews.net/news/articl
eView.html?idxno=100598

출처:http://www.headlinejeju.co.kr/news/ar
ticleView.html?idxno=312255

[그림 4-21] 숲 속의 음악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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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만덕산-호남정맥 숲 생태 체험길
1) 개요
❍ 사업대상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만덕산 정상부근으로 호남정맥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야생화군락지와 같은 자연생태 및 지리학적 학습공간 확보가 가능한
지역임
❍ 또한 소양시험림은 4대 종교 순례길인 아름다운 순례길 구간중 만덕산~화심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숲 생태 체험길 조성시 기존 탐방로와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 역사테마를 활용하여 풍부한 체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음

2)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 야생화 탐방로
- 만덕산에 서식하는 야생화를 활용하여 특화된 군락지를 조성함으로써 계절에 따라 변하는 야생화 자연
정원을 구축함으로써 탐방객에게 생태체험 및 힐링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함

❍ 숲속 놀이터
-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성장한 리기테다소나무 군락지를 활용하여 전연령대가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숲속내에 가족단위의 장시간 머무는 공간을 조성

❍ 무장애탐방로 조성
- 숲속 탐방로를 전연령대 뿐만아니라 노령층,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무장애공간 조성

❍ 한옥형마루전망대 조성
- 대부분 산정상에 정자형태의 좁은 공간을 조성하고 등반형 탐방객이 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음. 탐방
로를 무장애공간으로 조성한 후 수용성을 높이고 체류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한옥형의 실내활동이
가능한 마루형태의 전망대를 조성하도록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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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만덕산-호남정맥 숲 생태 체험길 위치도

164 ∙ 소양시험림 명품숲 조성방안 연구

야생화군락지

‘산상의 화원’ 태백산국립공원
금대봉 야생화 탐방로
출처:http://www.chamnews.net/news/arti
cleView.html?idxno=200532

출처:저자촬영

테다소나무군락지
출처:저자촬영

아름다운 순례길
출처:저자촬영

웅치전적비에서 바라본 소양시험림 전경
출처:저자촬영

숲속 놀이터
출처:https://www.abenteuerwald-sommer
berg.de/sommerberg-en/

무장애 탐방로 조성
출처:http://m.ecomedia.co.kr/news/news
view.php?ncode=1065591531768823

덕유산 설천봉의 한옥형 마루전망대
출처:저자촬영

[그림 4-23] 숲 생태 체험길, 숲 속 놀이터, 무장애 탐방로, 마루전망대 조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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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웅치 임진왜란 항전 역사 숲길
1) 개요
❍ 소양시험림 내에 위치한 웅치전적비 등의 전적지(戰迹地)를 활용하여 임진왜란 항전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함
❍ 웅치전적지는 전라북도에서 2020년 문화재청에 사적 지정을 신청하였고, 문화재 보
호구간에 대한 재조정이 2021년 8월 27일 통과됨50)
❍ 새롭게 문화재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상당수가 소양시험림이므로 이 부지 활용 등을
통해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 가능
❍ 전적지에 조성된 기념물, 전투지, 기념 시설 등을 활용하여 답사 프로그램과 제향 의례,
기념제 등을 도입할 수 있음
전적지 활용 시설조성 사례: 황토현 전적지
- 위치: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 2-2
- 의미: 1894년 4월 7일(음)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싸워 승리한 첫 전투지로 동학농민혁명에서 가지는
위상이 높은 곳임
- 내용: 당시 구호인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輔國安民)을 강조하기 위해 제민당, 구민사, 보국문,
제세문 등 기념 시설을 건립함
- 2000~2004: 동학농민혁명 기념 전시관(1155평), 교육관(467평), 야외교육장(410평) 등 건립
- 2012~2022: 319억 투자, 301,329㎡부지에 동학농민혁명의 길, 기억의 들판, 추모공간 및 건축시설
(3,055.09㎡; 전시 및 연구동, 연수동 등)을 조성할 예정

50) 2021년 8월 27일 전라북도 도보 제2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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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 웅치 전적지 공원 조성
- 새롭게 웅치 전적지로 밝혀진 덕봉길 일대와 주변 숲에 대해 정비 작업을 거쳐 박물관, 전시관, 기념물,
추모관 등을 건립하고 주변 환경을 조성함
- 위치: ①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두목마을 일대 ②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덕봉마을 일대
- 웅치전투와 이후 연계되어 발생한 이치전투의 전개과정과 의미, 참여자와 관련된 스토리 텔링 및 기록화
작성
- 도교육청과 협약하여 초중고생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최근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웅치전투의 전황과 의의를 담은 각종 문화재 안내판 등을 관련 유적 앞에
설치하고, 각종 이정표 등의 제작
- 조선군이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고, 목책, 진지 등의 재현 필요.
아울러 디지털 실감 자원 등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마련
- 전라감영의 경우 시설 안에 만리경을 설치하여 그 안을 보면 전라관찰사의 순행 내용(장계를 조정에 올려
순행 보고 → 들과 논밭의 농사 상황 살핌 → 지반 군현수령들의 근무태도 규찰 → 백성들의 민원 해결
→ 향교와 서원에서 선현참배 및 유생 강론 → 효자와 열녀 포상)을 디지털로 구현하여 관찰사의 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전라감영과 같이 공원에 만리경을 설치하여 웅치 전투의 모습을 체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성
있음(제1전투지 → 제2전투지 → 제3전투지 → 안덕원 전투 → 일본군의 퇴각)
- 공원에 가족단위가 함께 할 수 있는 최신식 놀이 시설 완비. 특히, 웅치전투와 관련된 놀이 시설(암벽
오르기 등)을 설치하고, 생태 환경을 함께 할 수 있는 컨셉으로 제작(예 : 전주 덕진공원 야호 생태 맘
껏숲)
- 향후 관련 콘텐츠로 추모 문화제와 뮤지컬 등의 실시 필요. 프랑스 대혁명의 레미제라블처럼 문화 콘텐
츠로 강화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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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전라감영 만리경

완주 만리경 안의 순행 모습

[그림 4-24] 완주 전라감영에 설치된 만리경과 만리경 안의 순행 모습

❍ ‘웅치전투 무덤’ 성역화 사업
- 역사적 근거 : 유성룡이 작성한 『징비록』에 의하면 일본군은 웅치전투 후에 전사한 조선군의 시체를 모아
무덤을 만들어 줌. 이들은 조선국의 충성스러운 넋을 조상(弔喪)한다는 의미로 ‘조조선국충간의담(弔朝鮮
國忠肝義膽)’이라는 글자를 나무패를 세워줬다고 함. 실제 성황당에 돌무지가 남아 있고, 여기에서 다량의
인(P)이 검출되어 실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타지역 사례 : 남원 ‘만인의 총’도 정유재란때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한 곳에 모아 묻어준 것으로
1981년 4월 1일에 사적으로 재지정되고, 성역화 사업으로 2016년부터 문화재청에서 관리 하고 있음51)
- 이곳은 만인의총․칠백의총과 달리 일본군이 조선군의 충심에 감복하여 세웠다는 특이사항을 가지고 있음.
사료와 더불어 다량의 인이 검출되어 과학적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음. 따라서 일본군이
조선군의 만인의 총의 사례처럼 성역화 하여 국가적 관리를 받고, 웅치전투의 중요성을 상징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 아울러 임진왜란 때 전라도를 지킬 수 있었던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공간으로 탄생
- 다른 지역처럼 기념비를 세우는 것보다 성황당과 무덤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돌무지무덤을
형상화한 상징성 부여

❍ 웅치 임진왜란 항전역사 국가숲길 개발
- 문화재 구역 주변의 등산로(순례길)를 개발하여 웅치 전적길 개발
- 웅치길과 덕봉길 사이의 등산로 가운데 전망대를 조성하여 주변을 조망
51) 이외 금산의 ‘칠백의총’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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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전적지의 등산로에 조선군과 일본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디오라마 혹은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당
시의 상황을 재현
- 관련 안내판 및 지도 등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으나 향후 사업을 실시하면서 정비할 필요 있음
- 현재 진안 덕봉길에서 성황당까지 등산로, 웅치길~성황당~적천치로 이어지는 능선길 옆에 철조망으로
조성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으나 정비 필요
- 중간에 건지봉은 웅치 전적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지형이므로 봉화터 등에 봉화터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고 그 위에서 전망대를 조성
- 현재 진안 덕봉길 입구 지역에 야생화 체험장이 있으나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 완주시험림의 나
무와 야생화 등을 활용한 체험장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생태공원으로 재창조할
필요 있음
- 소양시험림을 친환경 명품숲길로 조성하여 시험과 교육, 휴양탐방시설, 역사적 현장의 답사, 자연생태학
습장, 치유의 숲으로 발전
- 주변 부귀면 메타세쿼이아 길, 모래재 길, 화심순두부 마을, 대승한지마을 등과 연계한 관광 코스로 계발
-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웅치 전적길을 개발하고, 향후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가숲길’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리

[그림 4-25] 웅치 임진왜란 항전 역사 숲길 위치도

제4장 소양시험림 명품숲 조성 전략구상 ∙ 169

3. 추진방법 및 예산확보 방안
가. 추진방법
❍ 본 연구에서는 소양시험림의 명품 숲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과제 추진방식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함
- 단계적인 추진방식은 종합적인 숲 체험시설 조성에 따라 시험림에 가해지는 환경 압력을 시간적·공간적
으로 분산시키고, 사람들의 관심 유도에 따른 자연스런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에 유리함

❍ 1단계(2023~2025):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임도 등을 활용하며, 추가적인 시설 조성이
가장 적은 숲길 조성과 관련된 2개 사업(‘만덕산-호남정맥 숲 생태 체험 길’, ‘웅치
임진왜란 항전 역사 숲길’)을 먼저 추진
- 숲길 조성 사업 후 산림청 국가숲길,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지정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사람들의 관심
유도

❍ 2단계(2026~2028): 기존 인공림 지역에 숲가꾸기 등 숲 체험과 힐링, 휴양경험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조성하고,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숲 안식 체험 타운’
사업을 추진함
- 산림청 ‘숲에on’ 등 포털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백합나무 숲에서의 인생샷 찍기, 숲에서의 음악회
체험활동, 전주 및 완주지역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체험학습과 연계한 숲 체험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과 청년층의 숲 체험기회 확대

❍ 3단계(2029~2035): 산림경관을 입체적으로 감상하고, 숲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제공
하는 다채로운 숲 체험시설을 도입하는 ‘소양 명품 숲 걷기 공원’, ‘숲 안식 체험 타운
사업을 추진함
- 어린이와 가족단위 방문객을 적극 유치하여 호남지역의 종합 숲 체험 명소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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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예산 확보방안
❍ 소양시험림이 보유한 산림, 생태, 역사, 문화 등을 융합하여 복합적인 숲 체험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와 사업별 성격에 따라 지원 범위가
제한적인 기존의 국가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의 국가예산사업을 활용하되 가능한 사업부터 개별적·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 표 4-1>과 같이 산림청,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52)
- 추진배경: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16.3)이 시행되고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권역별 산림복지단
지 조성’이 포함되면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 산림복
지단지를 조성
- 개념: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수(3개 이상)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
역을 의미함
*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등

- 면적: 국공립 80ha 이상, 사립 50ha 이상
- 예산규모(공립) : 총 사업비 350억원 이내
- 산림복지지구 지정현황(2020.6.) : 국립 1개소(전북 진안 지덕권산림치유원), 공립 8개소(동해, 봉화,
동두천, 울산, 인제, 무주, 광양, 괴산)

52) 산림청. (2020)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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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소양시험림 주요 추진과제별 예산확보 방안
과제명

내용

소양 명품 숲
걷기 공원

· 숲 전망공간 조성(전망대,
출렁다리, 전망타워, 스카이워크)
· 숲 체험시설 조성(트리워크,
숲 슬라이드)

국가예산사업

관계기관

기간

·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

도

· 산림복지단지 조성

산림청

숲 안식 체험
타운

· 숲 레포츠 시설 조성(모노레일,
산악자전거 코스)
· 산림휴양시설 조성(캠핑장,
자연학습장, 숲속정원, 숲 호텔,
탐방로)

· 산림복지단지 조성

산림청

2029~
2035

오감만족
힐링·치유 숲

· 백합나무 숲 체험원
· 리기다-테다 소나무 숲향기
산책로
· 숲 맛보기 체험장
· 숲 예술 체험장

· 지방정원

산림청

2026~
2028

만덕산-호남정
맥 숲 생태
체험길

·
·
·
·

· 국가생태탐방로
· 숲길 조성사업

환경부

2023~
2025

· 국가생태탐방로
· 숲길 조성사업

산림청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
· 지역문화재활용사업

문체부

야생화 탐방로
숲 속 놀이터
무장애탐방로
한옥형 마루 전망대

· 웅치 임진왜란 항전 국가숲길
웅치 임진왜란
항전 역사 숲길

· 웅치 전적지 공원
· 웅치전투 무덤 성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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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2035

20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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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본 연구는 지난 60여 년간 잘 가꾸어온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소양시험
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면서 도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숲 체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음
❍ 연구 결과 최근 전라북도 지역의 최근 산림휴양 키워드는 숲 치유와 힐링 등 다양한
숲 체험 경험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제공하되, 기존의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어
린이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소양시험림이 보유한 자원 여건은 리기테다소나무림, 백합나무림, 전나무림, 삼나무림
등의 인공조림지 뿐만 아니라, 만덕산과 호남정맥에 걸친 산지습성림, 웅치전적비와
옛 인골 발굴지역 등 역사·문화 자원도 풍부한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소양시험림이 가진 다양한 자연생태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민과 방문
객들에게 누구나 쉽게 숲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시설을 조성하고, 숲과 관련된
이야기가 가미된 숲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차별화된 복합 숲 체험공간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함
❍ 다만, 개발에 따른 환경 압력을 분산하고, 시험림의 학술적·생태적 보전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명품 숲을 조성하기 위한 조성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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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양시험림 숲 체험기반 조성 전략
❍ (기본방향) 사람 중심의 기존 산림휴양에서 벗어나 숲 속에서 숲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체험하며, 숲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누리는 소양시험림
❍ (차별화 방안) 소양시험림이 가진 자원과 주변 지역의 수요, 그리고 지역이 가진 특성을
종합하여 “누구나 쉽고 편하게 숲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 숲
체험공간”으로 조성
❍ (비전, 목표, 추진전략) 비전으로 “60년 가꾼 소양시험림을 국민이 누리는 명품 숲으
로!”, 목표로 “자연, 역사, 문화가 숨쉬는 다채로운 숲 체험 명소 구현”, 추진전략으로
① 공간계획을 통한 개발과 보전 조화, ② 자원 특성을 활용한 명품 숲 체험기반 조
성, ③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는 숲, ④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숲 문화공간 실
현으로 제시함
❍ (주요과제) ① 소양 명품 숲 걷기 공원 조성, ② 숲 안식 체험 타운 조성, ③ 오감만족
힐링 치유 숲 조성, ④ 만덕산-호남정맥 숲 생태 체험길 개발, ⑤ 웅치길 임진왜란
항전 역사 숲길 개발을 제안함
❍ (추진방법/예산) 소양시험림의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으로 다음을 제안함
- 산림청: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지방정원 조성사업”, “숲길 조성사업”
-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사업”, “지역문화재활용사업”
- 기획재정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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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 (공간계획을 통한 개발과 보전 공존) 소양시험림이 보유한 60여 년 이상의 명품 조림지
를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면서 지역이 보유한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숲
체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핵심-완충-협력구역으로 이뤄진 공간계획 적용을 통한
발전전략 마련이 필요함
❍ (종합 숲 체험시설 조성) 기존의 숲길 걷기와 숙박 등 휴양기능 중심에서 숲 휴양, 숲
치유, 숲길 걷기, 숲 문화, 숲 레포츠 등 숲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복합
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소 조성이 필요함
❍ (개발압력 분산과 단계별·다부처 협력사업 추진) 소양시험림이 보유한 자연생태 및 역
사문화 자원이 개발에 따른 압력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가 명품 숲 조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다부처 국가예산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함
- (1단계) 산림청 국가숲길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웅치 임진왜란 항전역사 체험 숲길과 환경부 국가생태
탐방로 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만덕산-호남정맥 숲 생태 체험길을 가장 먼저 추진하여 숲길 마니아들의
관심을 유도
- (2단계) 산림청의 자연휴양림과 지방정원 조성사업 예산확보를 통해 오감만족 힐링·치유 숲을 조성하여 백
합나무림과 리기다-테다 소나무림이 제공하는 다채로운 숲 체험 경험을 제공하고, 숲 음식문화와 숲 문화
(음악회 및 자연미술 작품 전시)를 통해 청년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확대
- (3단계) 산림청의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획재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소양 명품 숲 걷기 공원, 숲 안식 체험 타운을 조성하여 트리워크, 숲 슬라이드,
모노레일, 산악자전거, 숲 호텔, 숲속 정원 등의 시설을 체험함으로써 소양시험림의 복합 숲 체험 단지로
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간 50만 명 이상 방문객 참여를 달성함

❍ (가용 토지 확보) 숲 체험시설을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험림 구역 중 주요
시설조성 지역(협력구역)의 산지전용, 주요 진입로의 동선과 시설 배치 공간의 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입이 필요함
❍ (기본구상 과제 추진) 상기에 제시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소양시험림의 숲
체험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과제의 추진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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