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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숲, ‘산림복지’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산림복지’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사람들

국립청도숲체원

품고 있어 예로부터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한

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차원에서 서비스로

서어나무, 노각나무 군락지, 생태자연도 1등

선인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다.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지 보존지역 등을 보유한 청정 산림복지

에 발맞춰 전국의 산림복지시설과 산림치

시설이다. 국가산림교육센터로서 일반적인

국립김천치유의숲

유 프로그램이 국민에게 주목받고 있다.

산림교육 외에도 산림복지전문가, 교원직무

대가천, 무흘구곡 등 주변 계곡의 경관이 아

연수, 진흥원 직원교육 등 전문가를 위한 심

름답고 청암사와 수도암으로 대표되는 명

화 교육을 진행한다.

성 높은 고찰을 품고 있다.

인자를 활용, 국민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국립대전숲체원

국립제천치유의숲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

중부권 대표 산림복지시설을 목표로 개원

청풍명월, 한방치유 도시인 제천에 발맞춰

공하고 있는 국내 최대 산림복지 단지다.

했다. 대전·충남 주요 도시와 인접해 접근성

다양한 한방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국립산림치유원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숲의 치유

이 우수하며, 모든 시설이 데크로드와 연결

국립횡성숲체원

돼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게 숲을 이용할 수

국립예산치유의숲

국내 최초 국가산림교육센터로서 청태산에

있다.

아토피질환자, 고혈압, 당뇨 등 생활 습관 개

있다. 숲의 가치와 생명공동체 의식 확립 및

선을 위한 프로그램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신체 건강을 위한 산림교육·치유 서비스를

국립양평치유의숲

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

제공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에 위치해 접근성이

고 있다.

뛰어나며 ‘느림’과 ‘쉼’을 즐길 수 있는 다양

국립칠곡숲체원

한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흥원이 운영하는 시설 중 유일하게 숲속

국립곡성치유의숲
솔바람, 폭포 등 다양한 산림환경 요소를 활

에 호수를 끼고 있어 사계절 수려한 경관을

국립대관령치유의숲

용,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산림 치유

자랑한다. 친환경적인 유아 숲 교육을 지향

100년 된 명품 ‘금강송’ 군락지로 유명하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며 토리유아숲체험원을 활발히 운영하고

울창한 소나무림을 만끽할 수 있는 산림복

있다.

지시설이다. 건강측정실, 치유 움막, 솔향기

국립하늘숲추모원

터, 다양한 치유숲길을 통해 온전한 휴식과

현재 85% 추모목이 분양돼 수목장림의 성

산림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공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국립장성숲체원
뛰어난 자연 입지 조건을 갖춘 방장산의 산
림교육센터와 국내 최대 편백숲이 있는 축

국립대운산치유의숲

령산에 치유의 숲을 운영하고 있다.

대운산의 깊은 숲과 시원한 내원암 계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