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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고대산 산림복합 휴양단지 추진

사업
이행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사업변경) 일부추진 보류 폐기

임기중
목표대비
진도율

● 50%
사업주체 연천군 임기구분 임기 내 신규여부 신규

◈ 공약내용: 산림복합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 공약이행 확인지표: 산림복합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협의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추진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필 요 성 

     - 고대산캠핑리조트의 시설 노후화와 민간위탁 만료(‘24.8월)에 따라 시설개선 및 

관리운영 방안 등의 효율성 검토 필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광, 산림, 체육 등의 시설을 통합 이용한 산림복합 휴양단지 

조성으로 생태 ․ 산림 등 다양한 자연경관 보전 등 효율적 이용

   ‣ 위    치 :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168 일원(49.2ha)

   ‣ 사업내용 : 고대산 산림복합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 주요시설

시설명 면적(ha) 사업기간 주요시설

고대산자연휴양림 31.4
2015.

∼2017.
숲속의집 13동13실, 산림문화휴양관6실, 
숲속수련원, 야영테크 등

고대산산촌생태마을 0.4
2006.

∼2009.
산촌체험문화관 1동
(체험장, 4인실 3실, 20인실1실)

고대산캠핑리조트 17.4
2004.

∼2019.
카라반18개, 글렘핑 24, 오토캠핑장 22, 
오토프리존 11, 콘도 14객실, 켄벤션센터

코코동산(방송세트장) 2015. 다코프렌즈 마을 조형물(세트장)

고대산 숲길 1코스(4.2km), 2코스(4.3km), 3코스(4.0km)
 

 ❍ 추진전략

   ‣ 관련법규 : 산림기본법 제20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4조

   ‣ 기존 자연휴양림 구역 및 사업시설 확대 방안 검토 

   ‣ 고대산 관광휴양시설(캠핑리조트 및 체육시설)과 고대산 자연휴양림을 상호 연계한 



상생 및 활용 방안 연구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 (계획) 2021년 고대산 산림복합 휴양단지 기본구상 용역시행 : 100백만원

 ❍ (실적) 해당 없음

구분 총계
(백만원)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00 100

국비

도비

군비 100 100

기타

   ※용역비만 표기 기본계획 후 사업비 산정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 )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고대산 산림복합 
휴양단지 조성 추진

계획① 100 25 25 25 25
실적② 50 25 25

달성률②÷① 50 100 100 -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8년

   ‣ 2018. 08. 24. : 공약사항 관리부서 이관 환경보호과→산림녹지과

❍ 2019년

   ‣ 2019. 01. 14. : 경기도 관련부서 도립공원 지정관련 협의 

   ‣ 2019. 05. 15. : 고대산 도립공원 지정 검토 보고(산림녹지과 – 3549)

     도립공원 지정 추진 변경 → 고대산 실태조사 및 산림복지단지 기본계획용역 향후 추진

 ❍ 2020년

   ‣ 산림복합단지(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 조성계획의 타당성 조사

용역 설계: 2020년 12월

 ❍ 2021년

   ‣ 산림복합 휴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2021년 5월

 ❍ 2022년



   ‣ 산림휴양 관련 국도비 지원사업을 연차별 수행하여 산림복합 휴양단지 조성(2022년 

이후)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해당없음

 문제점 및 대책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복지지구 지정)에 의거 지정 후 국비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시켜 국비 지원 불가

 ❍ 예산확보를 위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산림휴양관련 국도비 지원사업을 연차

별로 시행하고 고대산 관광휴양시설(캠핑리조트 및 체육시설)과 통합 운영하여 

산림복합 휴양단지 조성

 중앙부처․경기도  특이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