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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생태체험관 > 시설안내 > 반딧불이생태숲

내륙의 섬이라 불리며 속세의 흔적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은하
수가 흐르고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영
양군 수비면 수하계곡 기슭에 자리잡은 반딧불이 생태숲은 좋은 
여행지가 될 것이다.

기본현황기본현황

주요시설주요시설

반딧불이생태숲 조성사업은 산림을 정서순화,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증대와 자생식물의 현지 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청정지역인 영양의 생태
환경을 기반으로 건전한 휴식공간을 지역주민,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어, 총 사업비 50억 원 정도를 들여 5년에 걸친 공사 끝에 62ha의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였
다. 야외 테이블이 있어 가족들과 소풍을 즐길 수 있는 숲속광장,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야생화와 아름드리 소나무가 우거져 산림욕을 즐기고 힐링이 가능한 숲속쉼터, 탁 트
인 공간에서 초화류 군락지를 감상할 수 있는 하늘광장, 산림 깊숙한 곳에서 가볍고 상쾌하게 산책할 수 있는 탐방로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새소리와 벌레소리를 들으며, 
여러 야생화들과 나무들을 감상하면서 그 사이를 거닐다 보면 마음의 평온을 찾고,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야

향후 야생화 군락지 등 생태적으로나 경관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최대한 보전하고, 하늘광장에는 기후에 맞는 초화류를 식재하여 군락지를 넓혀나갈 것이며, 특히 
숲해설가를 활용하여 영양군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해 사업소 및 반딧불이생태숲을 홍보하고 이용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추진과정추진과정

위치 : 경북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50 일원
조성면적 : 62ha

공존의 숲(보전지역) : 숲속쉼터, 탐방로 등
생명의 숲(소극적 개발지역) : 자생식물원 등
문화의 숲(개발지역) : 숲속광장, 솔바람전망대 등
참여의 숲(진입공간, 개발지역) : 방문자센터, 주차장, 수변생태계 관찰장 등

2005. 03. : 생태숲 조성 예산신청(경상북도)
2006. 01. : 생태숲 조성계획 수립
2006. 09. : 영양 반딧불이 생태숲 조성사업 설계 공모

반딧불이생태숲반딧불이생태숲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np/ecology_school
https://www.yyg.go.kr/np/ecology_school/facilities
https://www.yyg.go.kr/np/ecology_school/facilities/forest


COPYRIGHT ⓒ YEONGYANG-GUN. ALL RIGHT RESERVED.

2006. 12. : 현상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2006. 12. : 영양반딧불이생태숲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07. 05. : 생태숲 조성 용역보고회 개최(영양군수 외 30명)
2007. 07. : 영양반딧불이 생태숲 기본 및 실시설계 성과물 납품
2007. 11. : 영양반딧불이 생태숲 조성공사 착공
2011. 06. : 영양반딧불이 생태숲 조성공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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