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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관광명소

금강소나무생태경영림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 10km 이내)



금강소나무생태경영림

위치  수비면 검마산길 191 길찾기

안내전화  054-683-4455

이용시간  연중개방(개방시간 : 9시~18시 )

휴무일  연중무휴

입장료  무료

주차시설  주차장 없음

애완동물동반  불가능

홈페이지  http://south.forest.go.kr

추천수  11

추천하기  관심콘텐츠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불멸의 생명이 숨쉬는 나무의 나라

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국유림)

안내전화 : 054-680-6414

이용시간 : 09:00 ~ 18:00 

휴무일 : 연중무휴

애완동물동반 : 입장불가

구역면적 : 3,461ha

생태탐방로 : � 1.5km(2시간코스) ② 4km(4시간코스)

숙박시설 : 인근 검마산자연휴양림 이용

현이용객 : 19,406명

숲해설 - 예약 : 054-683-4455 / 신청장소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 이용문의 : 전화 054-730-8133

본신리 생태경영림은 아름다운 산림과 숲의 미적 가치가 잘 표현되는 산림을 선별하여 단지로 지정,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보는 이의 정서 순화에 기여를 목적

으로 지정하였다. 경북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일대(1,839ha)의 금강 소나무림은 우리 주위의 꼬불꼬불한 일반 소나무와는 달리 줄기가 곧바르고 마디가 길고 껍질이 유별나게 붉은, 소나무 중 최고

의 나무로 꼽히는 금강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 외에도 소나무외 27종의 미적 가치가 뛰어난 나무들이 즐비하여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어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작은 길을 따라 숲으로 들어가면 자연과의 하나되어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이 곳의 소나무는 궁궐이나 사찰 등의 보수에 사용할 수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로 문화재 복원용 목재생산림(총 700본, 40ha)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강 소나무림의 후

계숲 조성을 위한 시범림으로도 지정되어 앞으로도 많은 후계림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작업들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곳 소나무림은 임업장비를 활용하여 임업기계화로 숲을 가꾸고자

정한 기계화 시범사업장으로도 활용될 만큼 입지여건도 좋으며, 주변에 산더덕재배지가 있어 체험학습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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