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숲체험원 현황
연
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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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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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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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성
조성 운영주체
면적 등록
(등록) 구분 1차기관 2차기관
소재지
(ha) 일자
연도
국가 북부청 서울관리소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산31-1 7.7 ’12.9.6
국가 동부청 평창관리소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71-1 4.0 ’12.6.28
국가 남부청 구미관리소
경북 구미시 남통동 산33
4.0 ’12.11.29
중부청 보은관리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241-2 11.0 ’12.7.6
2012 국가
국가 휴양림 방장산 전남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산70-1 2.0 ’12.10.25
지자체 인천 인천대공원
인천 남동구 장수동272번지
2.4 ’16.5.17
지자체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광주 서구 내방로152
1.0
지자체 부산 사상구청
부산 사상구 모라동 33
2.0
국가 북부청 홍천관리소 강원 홍천군 화천면 풍천리 산77 4.0 ’13.9.26
국가 동부청 태백관리소
강원 태백시 백산동 산53
3.0 ’13.9.9
2013 국가 남부청 양산관리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산1-44
2.0 ’13.8.16
국가 서부청 함양관리소
경남 함양군 죽림리 산364
3.0 ’13.8.28
국가 휴양림 용현휴양림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0 ’13.12.13
국가 북부청 홍천관리소 강원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산1 14.0 ’14.9.4
국가 북부청 수원관리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92-1 2.0 ’14.10.13
국가 동부청 강릉관리소 강원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1-1 5.0 ’14.7.30
국가 남부청 양산관리소
울산 동구 서부동 산135-6
3.5 ’14.9.26
국가
중부청
충주관리소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71
’14.9.5
2014 국가 중부청 단양관리소 충북 제천시 고암동 산117번지 3.0
6.5 ’14.10.10
국가 서부청 무주관리소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43-1 3.0 ’14.9.29
국가 서부청 순천관리소
전남 순천시 용당동 산59-1
5.6 ’14.11.25
지자체 강원 자연환경연구공원 강원 홍천군 북방면 생태공원길 319 3.7 ’14.9.11
지자체 경북 포항시청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32-1 1.2 ’14.11.25
국가 북부청 춘천관리소 강원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산55-11 25.0 ’15.12.24
국가 북부청 수원관리소 경기 과천시 과천동 산83외 2필지 1.0 ’15.12.22
국가 북부청 인제관리소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산15-1 3.0
국가 동부청 양양관리소 강원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72-1 2.0
국가 동부청 양양관리소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2번지 2.0
국가 남부청 영덕관리소 경북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산26 3.0
국가 중부청 단양관리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산4-29번지 2.3
국가 서부청 정읍관리소 전북 전주시 효자동1가 산 164-2외 3.0 ’15.7.23
국가 서부청 함양관리소
경남 통영시 도남동 산107
5.0
2015 지자체 서울 노원구청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산130
1.3
지자체 서울 양천구청
서울 양천구 신정3동 621
1.0 ’16.3.17
지자체 서울 동작구청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49-36
1.3 ’17.11.10
지자체 서울 강남구청
서울 강남구 일원동 436-6
1.0
지자체 서울 강동구청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산102-4
1.3 ’16.7.21
지자체 대구 앞산공원관리소 대구 남구 봉덕동 산 155-1
2.2 ’17.10.20
지자체 대구 북구청 대구 북구 구암동 385번지 외 2필지 1.5 ’17.6.3
지자체 광주 푸른도시사업소 광주 남구 사동 177 일원(사직역사공원) 1.0 ’16.12.26
지자체 광주 서구청
광주 서구 풍암동 산95-45
2.0 ’16.3.14
지자체 광주 남구청
광주 남구 노대동 72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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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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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조성 운영주체
면적 등록
(등록) 구분 1차기관 2차기관
소재지
(ha) 일자
연도
지자체 광주 북구청 광주 북구 문흥동 1009-1(문화근린공원) 1.0
지자체 광주 광산구청 광주 광산구하남대로54번안길133(경암근린공원) 6.5 ’16.4.7
지자체 경기 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 가평군상면축령로 289-146(행현리산92-1) 10.0 ’16.2.23
지자체 경기 시흥시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38
1.0 ’18.6.15
지자체 경기 이천시청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871-5 1.0 ’16.10.27
지자체 경기 양주시청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산33-1 1.5 ’18.8.9
지자체 경기 파주시청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산5-1 1.0 ’16.4.18
지자체 경기 고양시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12 1.0 ’15.10.5
지자체 경기 여주시청 경기 여주시 황학산수목원길 73 1.0 ’15.12.24
지자체 경기 양평군청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쉬자파크길 193 1.1 ’15.6.15
지자체 경기 연천군청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3 1.0 ’15.10.5
지자체 경기 김포시청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325-1 1.0 ’15.11.23
지자체 충북 증평군청 충북 증평군 증평읍 율리 521～537 2.0
지자체 경북 산림환경연구원
경북 경주시 통일로 367
1.2 ’16.4.18
지자체 경북 수목원 경북 포항시 죽장면 수목원로 647, 2-47 1.1 ’15.10.5
지자체 경북 의성군청 경북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산 1-1 1.0 ’15.12.24
민간 민간등록
전남 곡성군 고달면 호곡2길 119-99 18.0 ’15.6.15
민간 민간등록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508-1외 6필지 1.5 ’15.10.5
민간 민간등록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송평로 365-334 3.8 ’15.11.23
국가 북부청 서울관리소 인천 연수구 청학동 산55-4 일원 12.0 ’16.11.4
국가 북부청 양구관리소
강원 양구 상리 산27
1.5 ’16.10.28
국가 동부청 영월관리소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산30외1 4.6 ’16.10.24
국가 동부청 정선관리소 강원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산87-155 3.0 ’16.11.2
국가 남부청 영주관리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산3-1 1.2 ’16.12.1
국가 남부청 울진관리소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263답외 4필 1.2 ’16.12.29
국가 중부청 보은관리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80-5 5.5 ’16.12.21
국가 서부청 산림경영과 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산97-3 1.8 ’16.8.1
국가 휴양림 상당산성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2길 162 산30-1 1.0 ’16.12.06
지자체 서울 중랑구청 서울 중랑구 묵동 산41-11번지 일대 1.2
지자체 서울 강북구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산108-19번지 일대 1.0
지자체 서울 서대문구청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산19-19번지 일대 1.0
지자체 서울 강서구청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산136-6번지 일대 1.0
2016 지자체 서울 강동구청 서울강동구상일동산26-2번지일대 2.5
지자체 대구 달성군청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산129 4.0 ’16.12.5
지자체 광주 서구청
광주 서구 서창동 산59번지
1.4 ’17.3.13
지자체 광주 남구청
광주 남구 압촌동 산14 외 1필지 1.5 ’17.11.10
지자체 광주 광산구청 광주 광산구 신창로105번길 23-17 1.5 ’17.9.22
지자체 경기 수원시청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산30-1번지 외 1 1.7 ’17.3.2
지자체 경기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77번지 일원 1.8 ’16.9.27
지자체 경기 용인시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733 2.0 ’16.9.5
지자체 경기 용인시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862번지 일원 2.5 ’16.9.5
지자체 경기 용인시청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673번지 일원 2.3 ’16.9.5
지자체 경기 용인시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39번지 일원 2.1 ’16.9.5
지자체 경기 용인시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98번지 일원 1.6 ’16.9.5
지자체 경기 평택시청 경기 평택시 비전동 산84-14번지 일원 1.0 ’16.9.9
지자체 경기 안산시청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산5-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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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조성
조성 운영주체
면적 등록
(등록) 구분 1차기관 2차기관
소재지
(ha) 일자
연도
지자체 경기 시흥시청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617
1.5 ’17.6.13
지자체 경기 김포시청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01번지 1.0 ’16.10.27
지자체 경기 안성시청 경기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303-1 1.0
지자체 경기 오산시청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수목원로 449 1.0 ’18.7.23
지자체 경기 과천시청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산57-1 2.4 ’16.11.11
지자체 경기 남양주시청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551 1.0 ’16.12.30
지자체 경기 의정부시청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797
1.0 ’17.1.26
지자체 경기 의정부시청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696-1
1.0 ’17.1.26
지자체 경기 포천시청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6-4 1.5 ’17.3.8
지자체 충남 천안시청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삼태리 산28-1번지 2.0 ’17.4.11
지자체 전북 산림환경연구소 전북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산 1-2(대아수목원) 1.2 ’17.3.6
지자체 전북 익산시청 전북 익산시금마면 동고도리 534-2외 (서동공원) 1.6 ’17.2.3
지자체 전남 목포시청 전남 목포시 상동 산34-3번지 일원(양을산) 1.5 ’17.6.16
지자체 전남 곡성군청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산159-1 일원 1.1 ’18.8.6
지자체 전남 보성군청 전남 보성군웅치면대산리산113-1일원(제암산자연휴양림) 1.0 ’17.7.25
지자체 전남 장흥군청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드랜드길 180 1.5 ’17.9.22
지자체 경북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 길안면 고란리 산11-1번지 1.0 ’17.6.19
지자체 경북 칠곡군청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산159 2.0 ’16.4.5
지자체 경남 양산시청 경남 양산시 탑골길 208-124(대운산 자연휴양림) 1.0 ’17.3.31
지자체 제주 절물생태관리소 제주 제주시 봉개동 산78-1(절물 자연휴양림) 1.0 ’18.8.10
지자체 제주 산림휴양관리소 제주 서귀포시 대포동 산1-8(서귀포자연휴양림) 1.0 ’18.8.10
국가 북부청 서울관리소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산54-2 1.1
국가 북부청 홍천관리소 강원홍천군홍천읍삼마치리산47-9 3.0 ’17.10.31
국가 동부청 삼척관리소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사전리 산43번지 2.0 ’17.9.11
국가 남부청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산103 2.6 ’17.10.25
국가 남부청 영덕관리소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산92-1외 4필 1.3 ’17.11.1
국가 중부청 충주관리소
충북 충주시 목벌동 산20-1
1.5 ’17.10.18
국가 중부청 부여관리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195-10외 7필 1.9 ’17.12.19
국가 서부청 영암관리소
광주 광산구 지평동 산27
1.4 ’17.12.26
국가 서부청 순천관리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유천리 산24 3.0 ’17.12.27
지자체 서울 동대문구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1-1(도시공원) 1.0 ’17.12.28
지자체 서울 양천구청 서울 양천구 신월동 331-5(도시공원) 1.5
지자체 서울 구로구청 서울 구로구 개봉동 45-2번지 일대(도시공원) 1.0
2017 지자체 서울 관악구청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25일대(도시공원) 1.0
지자체 서울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44번지(도시공원) 1.0
지자체 대구 대구광역시청 대구 달서구 두류동 산309-2
1.6
지자체 광주 광산구청
광주 광산구 산월로 21번길 42 3.3
지자체 광주 서구청
광주 서구 천변우하로 469
1.0 ’18.6.14
지자체 대전 동구청 대전 동구 하소동 산47번지(휴양림) 1.6 ’17.2.22
지자체 대전 유성구청
대전 유성구 계산동 산19-1
5.2 ’18.10.15
지자체 강원 철원군청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산5번지(휴양림) 1.0 ’18.10.15
지자체 강원 고성군청 강원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산150번지 1.0 ’18.9.9
지자체 충남 논산시청 충남 논산시 양촌면 남산리 산11번지(휴양림) 2.0
지자체 충남 공주시청 충남 공주시 금학동 산54-2번지 일원(휴양림) 1.0 ’18.4.13
지자체 전남 여수시청
전남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979 11.1 ’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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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조성
조성 운영주체
(등록) 구분 1차기관 2차기관
연도
지자체 전남 순천시청
지자체 전남 화순군청
지자체 전남 강진군청
지자체 전남 무안군청
지자체 경북 경산시청
지자체 경북 문경시청
지자체 경북 청송군
지자체 경북 안동시청
지자체 경남 양산시청
지자체 경남 양산시청
지자체 제주 한라생태숲
국가 행복청
국가 행복청
국가 북부청 서울관리소
국가 동부청 강릉관리소
국가 남부청 양산관리소
국가 중부청 부여관리소
국가 서부청 정읍관리소
지자체 서부청 영암관리소
지자체 강원 춘천시청
지자체 강원 횡성군청
지자체 경기 안양시청
지자체 경기 양주시청
지자체 경북 구미시청
지자체 경북 구미시청
지자체 경북 영주시청
지자체 경북 경산시청
경북 봉화군청
2018 지자체
지자체 서울 성동구청
지자체 서울 관악구청
지자체 대전 대덕구청
지자체 부산 서구청
지자체 부산 부산진구청
지자체 부산 사상구청
지자체 대구 수성구청
지자체 충남 서산시청
지자체 충남 아산시청
지자체 전북 전주시
지자체 전북 익산시청
지자체 전북 남원시
지자체 전북 부안군
지자체 전남 순천시청
지자체 전남 나주시청

면적 등록
소재지
(ha) 일자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산160 5.0
전남 화순군 한천면 오음리 산1-1(휴양림) 1.0 ’18.7.20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산1-4, 1-17(모란공원) 1.1 ’18.7.12
전남 무안군삼향읍남악리2286대죽도근린공원일원 4.2
경북 경산시 남산면 상대로 883-30 1.5 ’17.5.11
경북 문경시 불정동 산71-1
1.0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산69-1외 1필 2.0 ’18.4.4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53 1.0
경남 양산시 가촌리 1312-4
1.0 ’18.5.18
경남 양산시 교동 157-42 외 6필 1.0 ’18.5.18
제주 제주시 용강동 산14-1
1.0 ’18.8.10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659-30 2.0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92(무궁화 테마공원) 2.0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산91-1 1.5
강원 강릉시 안현동 산82
7.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산1-28 1.5
대전 유성구 구암동 산21-44
2.0
전북 군산시 조촌동 237-11 외 15필 2.0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산50-1 2.5
강원 춘천시 삼천동 산3-1
2.0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0 1.0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76-5 외 3 2.5
경기도 양주시 호암동 산21
1.5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5-1 1.0
경북 구미시 인의동 산27
1.0
경북 영주시 아지동 산 17번지 일원 2.0
경북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산13-1 일원 1.5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산127-1 1.0
서울 성동구 옥수동 436-9번지 1.0
서울 관악구 미성동 산117-1일대 1.0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번지
0.3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산12-15 외 1 1.0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56번지 일원 2.9
부산 사상구 감전동 38번지 일원 1.1
대구 수성구 황금동 산111-1일원 0.4
충남 서산시 읍내동 산5-1
1.0
충남 아산시 방축동 5번지. 5-11번지 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동 834
1.0
전라북도익산시웅포면입점리48-5외2필 1.6 ’18.8.10
전북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32-1 21.0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산1-1 3.8
전남순천시해룡면신대리2161
5.0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346-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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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센터 현황
□ 산림교육센터 현황

건축연면적 사업비(억원) 지정
구분 조성
소재지
연도 센터명
부지면적(㎡) 총계 국비 지방비
횡성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 6,904 199 199 - 2013.4월
국가 ’04～’07 산림교육센터
43,042
천리포 충남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1길 187 1,631
민간 ’70 산림교육센터
(민간) 2013.4월
562,492
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505번지 4,320 30 15 15 2015.12월
지자체 ’13～’15 산림교육센터
(윤산중학교-’13.3. 폐교)
12,909
장성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산70-1 1,902 62 62 - 2016.6월
국가 ’13～’15 산림교육센터
(국립방장산자연휴양림내)
16,500
칠곡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유학로 532 3,003 153 153
국가 ’13～’14 산림교육센터
2016.6월
300,000
양평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1,176 30 15 15 2016.6월
국가 ’13～’16 산림교육센터
산68-7번지 일원
190,400
778,000
국가 ～’15 국립산림
치유원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테라피로 209 1,534,133 - - - 2018.3월
30,090
국가 ’08～’15 백두대간
수목원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문수로 2160-53 51,790,000 - - - 2018.3월
만인산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06 7,935 - - - 2018.3월
지자체 ’97 푸른학습원
(만인산자연휴양림 일원) 1,588,782
청도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9-6 3,742 145 145 - 국가 ’14～’17 산림교육센터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내) 100,000
미동산 충청북도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산1-3 985 30 15 15 2018.12월
지자체 ’15～’17 산림교육센터
(미동산수목원 일원)
2,500,000
고산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890 30 15 15 지자체 ’15～’17 산림교육센터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6,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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