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13 선거공보 문화ㆍ관광 팔공산 산림 레포츠단지 및 치유의 숲 조성

44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치유의 숲) 조성

총사업비 25,000백만원 사업구분 임기내 계속 추진진도 추진중 30%

□ 최종목표 

○ 팔공산 산림 레포츠(치유의 숲) 사업 완료 및 개장

□ 사업개요(추진계획)

○ 세부사업별 목표 : 팔공산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레져 ․휴양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기 활성화

세부사업 ‘22년까지 목표 사업내용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완공 및 개장 복합 산림 레포츠시설 1식

팔공산 치유의 숲 완공 및 개장 산림 치유시설 1식

○ 세부사업별 개요

세부사업 위치 기간 규모 총사업비 사업내용
2개 사업 81.7ha 25,000

산림레포츠 부계면
동산리
산89-1,
92

2016
~
2022
(7년간)

23 20,000
방문자센터, 포레스트어드벤처,
에코트램, 플라이라인, 포레스트
슬라이드, 에코플라이어, 돔하우스

치유의 숲 58.7 5,000 치유숲길, 산림치유센터, 트리하우스

□ 연차별 추진계획(사업별 확인지표)

사 업 명 임기전 ‘18 하반기 ‘19 ‘20 ‘21 ‘22.
6월

임기
후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
팔공산 치유의 숲

인허가 및
기본계획

인허가마무리
기반공사 착공

기반공사 마무리
건축․조경 착공

건축․조경
준공

시범
운영

개장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총계 이전
임기내

임기
후계 ‘18 ‘19 ‘20 ‘21 ‘22.6

후

계

계 25,000 4,700 20,300 3,300 0 17,000

지특 12,500 2,350 10,150 1,650 0 8,500

도비 3,750 705 3,045 495 0 2,550

군비 8,750 1,645 7,105 1,155 0 5,950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계 20,000 4,100 15,900 2,300 0 13,600

지특 10,000 2,050 7,950 1,150 0 6,800

도비 3,000 615 2,385 345 0 2,040

군비 7,000 1,435 5,565 805 0 4,760

팔공산
치유의 숲

계 5,000 600 4,400 1,000 0 3,400

지특 2,500 300 2,200 500 0 1,700

도비 750 90 660 150 0 510

군비 1,750 210 1,540 350 0 1,190

□ 임기 전 실적

○ 2016. 3.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 2016. 6. : 중앙 투자심사 실시(1월 신청/2월 검토/6월 확정)

○ 2016.10. :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 2017.12.18. : 전략환경영향평가, 군관리계획 입안

○ 2018. 4.04. :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완료

○ 2018. 6.18. : 지하수 기초 및 영향조사 용역 완료

○ 2018. 6.20.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의뢰(대구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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