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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 일원의 “반딧불이 오지생태탐방로”가 환경부 지정 국가생태문화탐방로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생태탐방로는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들을 선택적으로 발굴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국가급, 광역급, 지역급의 3가지 등
급이 있으며, 이번에 지정받은 반딧불이 오지생태탐방로는 생태 및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체험, 학습, 감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보 중심의 길”로서 국
가급으로 인증받아 국가생태문화탐방로로서 그 가치가 높다 하겠다.
○ 특히, 이곳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별이 가장 잘 보이는 지역으로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금년 1월에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
에 위치하고 있어 야간에는 반딧불이와 밤하늘의 별을 감상하고 주간에는 국가급 탐방로에서 생태관찰과 오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생태관광의 메카로 자리매
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지정받은 국가생태문화탐방로는 수비면 수하리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야영장에서 시작하여 송방마을, 오무마을을 거쳐 울진군을 연결하는 7.8
㎞의 오지산림탐방로와 하천변을 따라 오무마을까지 걷는 3.8㎞ 거리의 오지경관탐방로, 송방마을과 오무마을 둘레를 탐방하는 3.0㎞ 거리의 오지마을탐방
로, 그리고 탐방로 각 구간을 연결하는 1.1㎞ 거리의 탐방로 연결구간 등 총 4개 구간 15.7㎞ 거리로 지정되었으며,
○ 2019년부터 2년간에 걸쳐 국비를 포함하여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탐방로 조성 15.7㎞, 전망대 4개소 및 각종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2020년 말 
탐방객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이번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지정을 계기로 2019년 수비면 수하 2리 새터마을에 군 자체 탐방로 0.5㎞를 개설하여 생태관광지역인 영
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 내의 수비면 수하 2리 새터마을에서 반딧불이 생태숲, 반딧불이 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과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 지역을 거쳐 울
진군 금강송면 왕피리에 이르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을 명실 상부한 최고의 생태관광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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