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105 청계산 휴양공원 조성
이행단계
이행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중기 - 명 - 명

주관부서 녹지과 녹지과장 이광철, 산림휴양팀장 김선우, 담당 박혜영 ☎ 729-4302

협조부서 - -

협력체계 북부지방산림청

시민참여

□ 정책목표

산림이 주는 혜택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계산 숲 탐방로 개설
및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힐링문화 확산 기여

□ 개    요
❍ 위    치: 수정구 상적동 산73-2번지 일원 (청계산)
❍ 사업기간: 2018. 7. 1. ~ 2019. 11. 28.
❍ 사업내용: 휴양공간 조성, 숲길조성, 야외벤치, 전망대 설치 등

  ❍ 추진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연간 ∘ 청계산 산림휴양공간 조성(1단계)

2019년 연간 ∘ 청계산 산림휴양공간 조성(2단계)

2020년 연간 ∘ 청계산 산림욕장 조성(1단계)

2021년 연간 ∘ 청계산 산림욕장 조성(2단계)

2022년 이후 연간 ∘ 산림욕장 시설물 유지관리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1,025 - 1,025 200 210 301 314

국비 225 - 225 25 100 100

시비 800 - 800 200 185 201 214



□ 목표달성 확인지표 :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계획 수립
휴양공간 조성 50% 방침 결정

휴양공간 조성
9월 방침 결정

12월 1단계 휴양공간 조성 완료 100

2019년 휴양공간 조성 50% 휴양공간 조성 11월 휴양공간 조성 완료 100

2020년 산림욕장 조성 계속 산림욕장 조성 12월 산림욕장 조성 완료 -

2021년 산림욕장 조성 계속 산림욕장 조성 12월 산림욕장 조성 완료 -

2022년 프로그램 운영 계속 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예정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청계산
휴양공원 조성

방침 결정
1단계 휴양공간 조성

2단계
휴양공간 조성

1단계
산림욕장 조성

2단계
산림욕장 조성

    ∙ 사업추진상황 
숲탐방로 숲체험교실 전망대(망경대) 전망대(매봉)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청계산 휴양공간
조성(1단계)

◦ 9월: 시민대상 설문조사
◦ 9월: 방침 결정
◦ 12월: 청계산 숲탐방로 조성 완료
   (탱고부대 후문~혈읍재~옻샘~망경대일원)

◦ 설문참여: 200명

2019년 청계산 휴양공간
 조성(2단계)

◦ 7월: 공동산림사업 협약 갱신(5년간)
◦ 청계산 관리방안 군․관통합현장 토의
◦ 산림욕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
◦ 11월: 산림휴양공간 조성 완료
   (명상의 숲, 힐링의 숲, 사색의 숲 조성)

2020년
청계산 산림욕장

조성(1단계)

◦ 6. 15.: 청계산 산림욕장 공동산림협약 체결
          (성남시↔북부지방산림청)
◦ 12월: 산림욕장 조성사업(1단계) 완료
   (야외무대, 전망대, 데크계단 설치 등)

2021년
청계산 산림욕장

조성(2단계)

◦ 4월: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경기도 산림과)
   (생태연못, 이정표 정비, 휴게공간 설치 등)
◦ 12월: 청계산 산림욕장 조성사업(2단계) 완료
   (전망대, 생태연못, 목교 설치 등)



❍ 향후계획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22년 
이후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 ◦ 1,000명/연간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북부지방산림청 공동산림사업 협약
◦ 공동산림사업 협약 
  - 협약기간 : 2019. 7. ~ 2024. 7.(5년간)

기간 만료 후 
갱신 예정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100 1,025 100 1,025 200 210 301 314

국비 100 225 100 225 25 100 100

시비 100 800 100 800 200 185 201 214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 서울, 과천, 의왕, 성남의
   경계에 위치하여 이용객
   과다

◦ 산림욕장 이용을 위한 주차장, 편익시설 
   등 기반시설 부재
◦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짐

◦ 조성 중인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신구대
   식물원 등 주변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 검토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프로그램(청소년 숲해설, 성남시민 산림치유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대왕저수지, 신구대학교식물원 등 청계산 산림욕장 인근 인프라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기대효과 
❍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지속 운영으로 시민들의 신체,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
❍ 포스트 코로나, 기후변화 시대에 산림휴양과 힐링, 치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자연과 산림안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