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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동서트레일은 안면도(소나무 자생지)와 울진(금강송)을 연결하는 숲길로,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고 낙동강과 

금강을 연결하는 총연장 849㎞ 규모의 국토를 횡단하는 숲길

•  충남은 총 연장 260.5㎞(동서트레일 전체의 30.7%), 17개 구간의 서해랑길, 내포문화숲길 등 산림적·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숲길 구간이 포함되며, 당진버그내순례길, 서산해미천주교순례길 등과 연계되는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로 조성될 예정

- 태안군 74.4㎞, 서산시 38.1㎞, 당진시 19.1㎞, 홍성군 50.3㎞, 예산군 16.9㎞, 청양군 19.4㎞, 공주시 42.3㎞

•  동서트레일은 기존 둘레길과 달리 민-관-주민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의 소득으로 연결되고, 

구간별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문화 형성, 사회·문화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충남에는 1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72명의 고용, 1회 방문 시 평균 30,087원의 환경적 가치 창출 기대

자료: 산림청, 동서트레일 조성 경제성·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2021.12

산림청 보도자료, 숲길 조성으로 ‘지역경제’와 ‘국민 여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2022.06.29

중앙일보, 604억 쏟는 849㎞ 명품 숲길…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 생긴다, 2022.07.30디자인&인쇄 화랑기획인쇄(041. 881. 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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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경제적·환경적 가치

동서트레일과 충남자원의 활용

•동서트레일 사업으로 충남에는 총 260.5㎞에 127억 원의 사업비 투입예정

인근�직접�이용권에�

속한�인구로�환산하면�

동서트레일의�연간�

환경가치�약�940억원

•산림적,�역사문화적�가치가�우수한�숲길�조성을�통해�지역주민과�관광객이�즐겨찾는�충남형�힐링�관광�거점으로�육성�

1회방문 환경적 가치

30,087원

광역센터�1개소,�

지역안내센터�10개소�등�

약�72명의�직원�상주�예상

지역내 고용인원

72명

1회�방문시�소요되는�

평균비용은�80,298원

1회방문 평균 소요비용

80,298원

동서트레일과�연계한�트레킹�

거점�육성�및�확대를�통해�방문객�

소비를�지역소득으로�연계하고�

구간별�접근로�개선�및�트레킹�

신설�등과�관련해�기업의�참여에�

기반한�기부문화�확산

지역 활성화

동서트레일�및�지역�

숲길과�연계한�역사와�

문화자원,�산림자원,�해양�

및�수변경관자원�등�다양한�

문화�관광자원�활용

관광 활성화

동서트레일�및�연계사업을�

활용한,�지역주민의�

역량강화�및�숲길�관심�

증대,�참여(숲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등)�활성화를�

통한�지역�고용�확대

고용 활성화

지역주민�및�관광객의�생활�

속�걷기,�산책�활성화를�통해�

건강�증진�방안을�모색하고�

충남의�걷쥬프로그램의�

자발적�참여를�유도

건강 활성화

2022년

사업량

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38.5km 61.8km 69.0km 65.3km 25.9km

11.0억 원

27.2억 원

18.4억 원

33.7억 원
36.7억 원



• 서산~홍성~예산을 잇는 동서트레일 8구간은 서산마애삼존불상, 남연군묘 등 내포문화자원과 생태자원이 어우러진 노선으로, 

내포문화숲길 중 버그내순례길, 서산해미천주교순례길 등 천주교 순례길과 연계가 가능

• 동서트레일 16구간은 백제의 고도인 공주 중심부의 유구천과 금강을 잇는 수변경관이 우수한 노선으로, 고마나루, 한옥마을,

공주박물관, 공산성 등 주변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가 우수함

• 서해랑길, 아라메길, 내포문화숲길, 고마나루길 등 충남에 기 조성된 걷기 길과 동서트레일이 중첩되는 구간은 115.0km로 분석됨

• 동서트레일 반경 4km 내 연계 가능한 102개 문화관광자원이 분포하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여건을 보유함

충남의 걷기길과 동서트레일 충남의 문화관광자원과 동서트레일

구간명
동서트레일 8구간

: 용현리 입구~충의사

동서트레일 16구간 

: 방흥리(동대교앞)~옥룡동(옥룡교차로)

특징
서산마애삼존불상,�보원사지,�남연군묘,�가야사지,�

원효암터�및�상암터,�용현자연휴양림

고마나루,�한옥마을,�공주박물관,

�무령왕릉,�공주공산성,�황새바위�성지�등

노선도

  

 

01 03

04

동서트레일이란? 동서트레일 충남 주요 구간

동서트레일과 충남자원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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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군을 잇는 충남 동서트레일

문화를 잇는 숲길로 우수한 산림자원 및 역사·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

127억 원을 투입하여 숲길 중심의 종합적 지역개발 방안 모색

동서트레일 충남 조성(안) 구분 길이(㎞) 구간

1구간 13.8 안면도자연휴양림-백사장항

2구간 12.1 백사장항-몽산포해수욕장

3구간 15.6 몽산포해수욕장~태안읍행정복지센터앞�주차장

4구간 12.2 태안읍행정복지센터앞�주차장~팔봉산�주차장(어송리)

5구간 19.3 팔봉산�주차장(어송리)~율목리마을�입구

6구간 12.9 율목리마을�입구~성당초등학교

7구간 16.5 성당초등학교~용현리�입구

8구간 18.6 용현리�입구~�충의사

9구간 11.2 충의사~이응노생가

10구간 9.4 이응노생가~내포문화숲길�홍성센터

11구간 15.4 내포문화숲길�홍성센터~오서산�상담마을

12구간 16.0 오서산�상담마을~대현1리�마을회관

13구간 12.8 대현1리�마을회관~위라2리�마을회관

14구간 16.6 위라2리�마을회관~대룡1리

15구간 14.5 대룡1리~방흥리

16구간 11.0 방흥리~옥룡동

17구간(충남부문) 10.1 옥룡동~금암리

태안지선1구간 9.7 신두리사구센터~원북초등학교

태안지선2구간 13.0 �원북초등학교~태안읍행정복지센터앞�주차장

•�산림청은�「제2차�숲길�조성·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고,�5년간�숲길�2만㎞를�조성해�연�300만명의�이용수요�창출,�3,480개의

신규�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고�있음

•�이�중�“동서트레일”은�2026년까지�한반도�중심부의�충남(안면도)에서�경북(울진)을�잇는�소나무를 테마로�한�총연장 849.1㎞ 

규모의�숲길로�조성됨(5개�광역지자체,�21개�시군,�87개�읍면동�포함)

849.1km

태안·서산·당진

해양문화 내포문화 백제문화

예산·홍성 청양·공주

거점마을 야영장 거점쉼터

24개소 13개소 19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