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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성장과 함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도시숲은

시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성·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도

시숲 조성·관리에 있어 정부, 주민,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기대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도시숲을 둘러싼 환경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을 중심으로 앞으로 요구되는 거버넌스의 방

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정의 담당자들은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숲의 조성·관리의 필요성에 대

해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과 지원시스

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이 도시숲 조성·관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Korea, Public demand for quality of life is increasing gradually with socioeconomic growth. It is

really necessary urban forestry because urban forest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citizen's living environment. There

is expected to participate government, citizen, NGOs and the corporate sector in urban forestry.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directions of environmental governance in urban forestry focused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urban forestry official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urban forestry by partnership. In order to manage urban

forest efficiently, the committee must be comprised of various stakeholder and researcher have need to develop

support system for management. Especially, it shows that they prefer corporations participate to create and

manage urban forest. 

Key words : environmental governance, urban forest, partnership, stakeholder

서 론

한국에서 시민운동이 활발해진 것은 1987년 이후이지

만,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니셔티브로 자리 잡

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이다(정현석, 2003). 환경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한 사회적 배경은, 국제적으

로는 1992년 지구환경회의 이후 세계적으로 파급되기 시

작한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

이며(권숙표, 1992; 유재현, 1993),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인 민주화 이후 급속하게 시민사회활동이 활발해졌기 때

문이다(구도완, 1995).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10년 정

도 지속되면서, 환경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의 점진적 확산

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실천사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

국의 경우는 환경거버넌스가 충분한 시간과 경험 위에서

구축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과 시민운

동의 성장이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재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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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리우에서 열렸던 지구환경회의(Global Forum)

이후, 한국은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

원회(PCSD)’와 지자체 단위의 민간주도로 설립된 ‘지방

의제 21’을 통해 환경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김종순, 2002). 그러나 환경거버넌스에 대한 논

의 내용이 실행으로 옮겨지기에는 사회적 실행체계 자체

가 미약한 수준이었다(고재경과 황원실, 2008).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체제가 시장중심의 세계화 패러다임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수용하면서, 상

대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은 위축되어졌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요구되어졌으며(김동춘, 2001), 환경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의 변화가 나타났다. 

환경운동을 주도해온 시민사회는 과거에는 정책단위의

활동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점차 생활환경운동으로 활동의

방법과 범위를 전환시키고 있다(Kim, 2007). 또한 지방자

치제도가 점차 정착하면서 몇몇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주민

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환경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하

는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오수길, 2006; 차재권, 2008).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주체

가 서로 공조와 협력을 통해 사회질서를 만들어 내고 공

익을 실현하는 사회운영시스템’(神野直彦, 澤井安勇, 2005,

pp.42; (財)日本國際交流センタ一, 1998)이라고 정의한다.

환경거버넌스의 경우에도 사회적 실현에 있어 우선적으

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협력주체와의 파트너십과 상호이

해이다(배태영과 이재호, 2001). 그러나 한국의 경우 행정

과 시민, 전문가, 단체 등의 여러 주체가 개별적으로 거버

넌스 체계를 형성해왔으며, 특히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 거버넌스1)가 공공적 거버넌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하였다. 환경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시민

사회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 연구되어져 왔으며, 다른 한

편의 중요한 파트너인 행정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

다. 그러나 실제 국내외의 환경거버넌스를 둘러싼 조건변

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행정의 수용태

세이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행정의 전문적 역

량이 요구되고 있으며(이명석 등, 2009), 행정의 수용태세

에 따라 거버넌스의 제도적 기반구축과 시민사회의 참여

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공적 거버넌스

가 체계화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버넌스가 형성되므

로, 총체적 측면에서 사회적 발전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행정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

사하는 것은 앞으로의 환경거버넌스 구축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거버넌스 중에 ‘도시

숲’을 둘러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고찰을 하고자 한다.

한국은 도시화율이 90%를 넘어서면서(통계청, 2010), 국

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시숲의 확충이 중요한

국가정책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산림청, 2008). 그러나

도시숲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으로(김선

길과 박종화, 2006), 도시숲 확대에 있어 지역단위, 시민

단위에서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실현이 미흡하다. 반

면에 선진국에서는 도시숲을 지역의 환경문제 뿐 만 아니

라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인식하고, 거

버넌스를 구축하여, 고령화나 슬럼화, 실업문제 등의 지역

사회문제를 도시숲 정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해결해 나

가고 있다(김재현 등, 2008). 도시숲의 기능과 역할이 한

국의 지역사회에서도 확장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적 접

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시숲 조성·관리의 정책실행에 있어 긴밀

한 협력관계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도시숲 담당자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통해 행정의

입장에서 바라본 파트너십의 성격을 분석하고, 몇몇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도시숲을 둘러싼 환경거버넌스의 현

단계와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

1. 환경의 시대와 도시숲

최근 도시숲과 관련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증가

하고 있다. 그 특성에 있어, 활동의 공간적 범위와 운영주

체의 구성, 시민참여의 활동방법에 합의형성이 구체적으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주체가 제시

한 방향에 따라 도시숲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에서도 보여지고 있

으며, 참여의 형태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거나 행정과 협

력을 통해 추진, 재단과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등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다(김원주, 2007). 또한 시민참여에 의한 도

시숲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회공헌활

동의 일환으로 기업이 도시숲을 거점으로 한 시민참여프

로그램을 지원하는 사례도 등장하였다((재)서울그린트러

스트, 2009). 시민활동에 있어 참여동기와 운영의 형태도

다양하다. 도시개발에 의해 파괴된 도시숲의 보전을 목적

으로 시민운동이 시작된 경우나(유리화, 2002; (사)환경정

1)관계의 중심에 따라 거버넌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정부영역이 통치기능을 전유한 상태에 가까운 것을 ‘공공적

거버넌스(Public Governance)’, 시민사회와 협조적인 통치관계를 형성한 상태를 ‘사회적 거버넌스(Social Governance)’, 사회와

시장에서 기업의 폭넓은 역할과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시장 거버넌스(Market 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神野直彦, 澤井安勇.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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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시민연대, 2002), 도시숲을 환경교육과 문화활동의 장

으로서 활용하면서 운동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다(김인호

등, 2000; 박은실, 2006). 이와 같은 활동은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서 전개되어 왔다. 

도시숲을 둘러싼 시민참여의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시

양적·질적으로 대등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주목

해야 할 점은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공동체를 재생하는 토

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Davies et al., 2006). 도시숲을

둘러싼 시민운동은 산림의 보전과 물질적 의미에서의 환

경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 생활장소의 하나로서 도

시숲을 지역의 구성원이 스스로 창조해가거나, 도시숲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Miller, 1997;

Natural Economy Northwest, 2008). 

시민참여는 이제 도시숲 활동에 있어 중요한 전략으로

서 자리잡아(Kim et al., 2006),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

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식적인 수준의 활동에 머물거나 보고서 등을

통해 실체를 수반하지 않은 채 시민참여를 한다고 주장하

는 사례도 적지 않다((사)생명의숲국민운동, 2003). 한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참여에 의한 도시숲의 조성·

관리를 시도해왔지만 그 성과는 기대한 것만큼 크지 못했

다. 행정은 협력자, 조력자로서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참여

를 유도해야하지만(고재경과 황원실, 2008), 지금까지의

시민참여에 의한 도시숲 관리를 살펴 보면, 일회성의 단

순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시민들이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충분하

지 못했다(김미나 등, 2009). 행정 스스로 계획 및 기획을

할 때에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없다면, 시

민참여를 유도하기란 쉽지 않다(Janse and Konijnendijk,

2007). 따라서 시민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적극적으로 검

토되지 못하고, 시민들의 바쁜 생활패턴과 행정담당자의

과중업무가 소극적 수준의 시민참여를 유지시켰다. 

도시숲에 관한 국내 활동은 대부분 청소년과 가족을 대

상으로한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가 가능한 상황도 아니다(이규목과 이준

미, 2004). 그러나 본래 도시숲의 운영·관리에는 다양한

내용과 단계가 있으며, 시민이 참가할 수 있는 활동범위

와 그 수준에 따라 참가자의 성격도 달라져야 한다. 뉴욕

의 대표적인 공원인 센트럴파크에서는 공원운영의 85%

를 시민참여가 담당하고 있고, 치안업무 등 민간이 할 수

없는 업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자원봉사를 통해 시행

하고 있다(김기호과 문국현, 2006). 이에 비하면 한국의 시

민참여의 수준은 아직 높다고 할 수 없다. 시민은 지금까

지 수요자 입장에서 휴양·휴식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요구해 왔으나(Konijnendijk, 2000), 21세기에

들어서는 프로슈머(pro-sumer)2)로서 도시숲을 적극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는 시민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

서 도시숲과 사람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이 관계를 ‘개

발시대’와 ‘환경시대’로 나누어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특

징을 찾아낼 수 있다. 

개발시대에는 공공과 기업은 도시숲을 주택·상업·공

업·공공시설 등으로 이용만 하였고 숲가꾸기를 거의 하

지 않았다.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녹지서비스는 상당히 제

한되어졌고, 개발이익은 지역사회의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으로 우선시되었다(유리화, 2002). 심지어는 주민들이

그곳에서 쫓겨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지역주

민과 환경단체는 환경파괴와 지역공동체의 붕괴에 저항

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김상민, 2005).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위기의식을 배경으로,

‘환경시대’에 있어서 개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

시숲을 복원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형태가 등장하

였다. 시민사회의 경우에는 (재)서울그린트러스트의 동네

숲 조성이나 (사)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의 광주푸른길이

대표적이며, 정부부처의 경우에는 산림청의 도시숲조성사

업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도시숲과 시민간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민

참여를 통해서 도시숲의 공공적 가치가 이해되어지고, 조

성·관리에 대한 새로운 공공투자가 시작되게 되었다. 그

리고 시민은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서 자기실현과 지역공

동체의 복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한층 참여

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주)SK에너지가 약 330 ha 규

모의 ‘울산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기증한 사례나

‘서울숲’조성에 약 70개의 기업이 참여한 사례는 바야흐

로 기업참여에 의한 ‘환경시대’의 막이 열리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2. 도시숲과 거버넌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숲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

지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숲의 조성·관리

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가고 있다(Konijnendijk et

al., 2003). 도시숲의 조성·관리에 있어 그 수요를 반영하

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 조성, 관리 및 주민참여의 방

법들을 실행해나가는 것은 행정과 특정 단체의 역량만으

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정부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다

양한 주체가 참여(기업, 주민, 시민단체 등)하는 시민참여

적 접근이 도시숲의 조성·관리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다(Konijnendijk and Schipperijn, 2001).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Community Forest Program

2)프로슈머(pro-sumer)는 생산자의 producer와 소비자의 consumer를 합성한 조어이다(앨빈토플러, 원창엽 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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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CFP)이다. CFP는 잉글랜드지방의 12개소의 도시숲

을 대상으로 The Countryside Agency와 The Forestry

Commission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조성·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정

책프로그램이다(The Countryside Agency, 2003). 그 외에

도 EU 등 선진국에서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한 도시숲의

조성·관리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기관

인 FAO는 개발도상국에 있어 도시숲의 조성·관리를 대

상으로 이해관계자에 의한 참여형 전략계획 및 정책개발

을 지원하고 있다(FAO, 2006). 이상과 같이 파트너십을 전

제로 한 도시숲의 조성·관리가 최근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세기까지는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

한 도시숲의 조성·관리가 활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시

스템의 이해도 부족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지역단

위에서 작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숲

을 둘러싼 거버넌스의 맹아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다음의 3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였다. 

첫 번째는 도시지역의 녹지분쟁이 원인이 되어 형성된

거버넌스이다. 녹지개발을 둘러싼 분쟁에 기인한 갈등을

해소해가는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진 경우이다

(유리화, 2002; 김상민, 2005, Kim et al., 2006). 이 경우

는 개발자(기업·정부 등)와 개발반대자(주민·시민단체)

사이의 대립관계가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거버

넌스가 생겨난다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는 도시숲의 조성 자체가 원인이 되어 형성된 거

버넌스이다. 시민단체·행정·기업·주민 등이 협력하

여 도시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진

경우이다. 전형적인 사례로는 ‘(재)서울그린트러스트’에

의한 시민참여형 ‘서울숲’조성 및 서울시와의 파트너십에

의한 서울숲의 관리,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이 중심이 되

어 정부와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의해 조성한 ‘학교숲’과

‘마을숲’,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조성하고 있는 광주시

의 ‘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 등을 들 수 있다(배인명과 장

매희, 2006; 김미나 등, 2009; 조병완과 박봉우, 2009; 윤

순진과 차준희, 2009; 전경숙, 2009).

세 번째는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숲을 무대로 형성되어지고 있는 거버넌스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빈곤과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도시

숲을 고용의 장으로 활용하거나, 환경교육을 통해 의식변

화를 이끌어 내는 경우 등이 있다. 도시숲 조성을 통해 지

역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특징

이 있다(이규목과 이준미, 2004). CFP는 160개의 일자리

(1999-2000년)를 창출하는 등 거버넌스 구축으로 통해 새

로운 이니셔티브를 창출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여는 CFP

를 통해 한단계 높은 지역자치의 단계까지로 확대되었다

(The Countryside Agency, 2005). 이와 같은 형태는 한국

에서는 아직 보급되어 있지 않지만 선진국에서는 자주 보

여지는 유형이다.

다시 말해 도시숲은 지역사회의 공공공간으로서 커다

란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이끌

어낼 수 있다. 도시숲은 그 주변에 생활하고 있는 시민

들이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도시와의 관계를 키

워내는 공공공간이다. 사람들은 공공공간을 매개로 사람

과 교류하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사회를 스스로 운

영해 가는 힘을 길러 왔다. Mclnroy와 MacDonald(2005)는

이러한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림 1과 같이 공

공공간을 통해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연구방법

도시숲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림 1. 공공공간을 통해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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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의 조성·확대를 주목하기 시작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숲의 조성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대개 가로수, 산책로, 산림공원, 하천공원, 옥상녹

화 등이다(산림청, 2007). 지자체의 도시숲은 그동안 행

정이 중심이 되어 조성해 왔지만, 최근에는 이해관계자

가 참여하는 파트너십에 의해 조성되는 경우도 늘어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의 중핵을 담당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숲을 둘러싼 거

버넌스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이해관계자들간의 거버넌스 구축의 방향성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의 도시숲 담당자를 대상으로

2008년 6월 25일-7월 13일까지 전수를 대상으로 우편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8개의 특·광역시 및 9개의 도,

266개의 시·군·구에 설문지와 회신봉투를 동봉하여 우

편을 발송하였으며,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총 151개(회신

율 56.8%)의 지자체에서 회답을 하였다. 

조사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도시숲 담

당자는 30대의 연령비율이 52.3%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

숲을 담당해온 근무년수는 1년-3년사이가 4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는 통계프로그램 SPSS 14.0을 통해 분석하였

다. 응답자의 의사를 물어보는 항목들은 5단계 리커트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서 항목별 평균환산과

집단간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도시숲 조성과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행정의 인

식 및 수용태도를 파악하고, 파트너십 구축여부에 따라 도

시숲을 조성한 집단간의 의식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항목

으로 구성하였다. 설문결과를 통해 도시숲을 둘러싼 환경

거버넌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거버넌스를 통한 도시숲 조

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담당자들에게 질문한 결

과 평균 4.07점으로 대체로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도시숲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질

문문항 중에 ‘삶의 질의 향상’과 ‘경관가치의 향상’을 위

해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표 2). 조성된 결과를 통해

도시숲이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이 지역에서 발휘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시숲 조성에 있어 지자체 담당자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토지 및 재정확보의 어려움과, 각 정부부

처별로 구분되어져 있는 도시숲에 대한 법률체계 수용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

2. 파트너십에 의한 도시숲의 조성·관리

환경거버넌스에 의한 도시숲의 조성·관리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그 실태에 대해 질문하였다. 실제 질문에

서는 포괄적 개념인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

고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우선,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도시숲을 조성한 경험이 있

표 1.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수(명) 백분율(%)

성별

남 114 75.5

여 34 22.5

결측 3 2.0

연령

20대 23 15.2

30대 79 52.3

40대 40 26.5

50대 8 5.3

결측 1 0.7

학력

고졸 6 4.0

대졸 128 84.8

대학원졸(재학 포함) 15 9.9

결측 2 1.3

담당
근무
년수

1년 미만 31 20.5

1년 이상 - 3년 미만 75 49.7

3년 이상 - 5년 미만 22 14.6

5년 이상 - 10년 미만 7 4.6

10년 이상 15 9.9

결측 1 0.7

표 2. 도시숲 조성 활성화의 필요성과 추진목적.

항목 평균 표준편차

지자체 내 도시숲 조성 활성화의 필요성 4.07 0.928

추진
목적

지역의 일자리 창출 3.17 0.954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및 호감도 증진 3.79 0.747

지자체의 핵심 추진정책이기 때문 3.55 0.948

지역의 생태경관적 가치 향상 4.25 0.796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4.46 0.662

표 3. 도시숲 조성시의 문제점.

항목 평균 표준편차

도시숲 조성을 위한 토지확보 4.65 0.569

도시숲 조성을 위한 재정확보 4.58 0.616

도시숲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 3.89 0.820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3.57 0.923

도시숲에 대한 지자체장의 인식부족 3.73 1.001

도시숲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 3.36 0.952

정부부처별 복잡한 도시숲 법률체계 3.91 0.836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간의 마찰조정 3.73 0.926

중장기 도시숲 관리계획의 부재 3.71 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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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있다’라는 응답은 37.1%였다

(표 4). 이에 대한 특·광역시와 도 단위 간의 차이를 비

교해 보면 특·광역시가 파트너십에 의한 도시숲의 조성

이 비교적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숲 조성경험이 있는 56개

의 지자체를 대상으로만 분석한 조사결과이다. 행정과의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주요기관은 ‘주민조직’, ‘시민단체’,

‘공공기관’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또한 기

업참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특·광역시가

도 단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

근에는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특·광역시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례((주)SK가 참여한 울산

대공원,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한 세계평화의 숲 등)가 증

가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프로그램

의 하나로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파

트너십의 중심이 된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증가경향에 있

다(김재현 등, 2009).

또한 파트너기관들의 참여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단순 1회성’과 ‘헌수 또는 기금지원’이 각각 25.6%, ‘전

과정에 참여’가 23.3%이었다(표 6 참조). 특히 특·광역

시의 결과를 살펴보면, 파트너십의 내용은 단순한 형태에

서 ‘전 과정에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전환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

어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의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온

시민단체가 약체화 되면서 그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실제 파트너십을 구축했을 때 도시숲의 조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의견은 평균 3.75점이었다(표 7). 이와 함

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파트너로서 참여하면 구체적으

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결과 파

트너십을 경험한 그룹과 경험하지 못한 그룹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표 8). 다만 국내의 도시숲을 둘

러싼 거버넌스의 형성 및 발달이 아직 초기단계이기에 그

룹간의 수준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앞서 밝힌다. 파트너십

을 경험한 그룹은 도시숲의 참여주체들이 ‘도시숲에 대한

만족도’와 ‘이용률’, 그리고 그것과 관계하는 ‘행정에 대

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시

숲의 조성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참가 후에도 지속적

인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

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숲의 조성에 있어 직접

적인 도움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분담’이나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파트너십을 경험하지 못한 그룹이 기대하는 정

도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파트너십을 경

험한 그룹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숲 담당자를 대상으로한 파트너십에 관한 설문조

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다양한 이

해관계자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조성·관리에 참여하는

방식은 앞으로의 방향으로서 적절하다는 것이다(표 9). 그

표 4. 파트너십에 의한 도시숲 조성경험의 유무. 

항목

전체 특·광역시 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있다 56 37.1 20 43.5 36 34.3

없다 90 59.6 25 54.3 65 61.9

결측 5 3.3 1 2.2 4 3.8

합계 151 100.0 46 100.0 105 100.0

표 5. 파트너십에 의한 도시숲 조성 주체의 유형(복수응답).

항목

전체 특·광역시 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주민조직 26 25.2 10 20.8 16 28.1

시민단체 24 23.3 11 22.9 13 22.8

기업 12 10.7 7 14.6 5 8.8

공공기관 22 21.4 9 18.8 14 24.6

학교 18 17.5 10 20.8 8 14.0

기타 2 1.9 1 2.1 1 1.8

표 6. 파트너십 경험이 있는 경우, 함께했던 주체들의 도시숲조성 참여방식(복수응답).

항목
전체 특·광역시 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단순 1회성 행사에 참여 22 25.6 7 20.6 15 27.8

조성 전체과정에 직접 참여 20 23.3 12 35.3 9 16.7

개인/단체/기업의 헌수 또는 기금지원 참여 22 25.6 10 29.4 12 22.2

위원회를 통해 조성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12 14.0 5 14.7 8 14.8

기타 10 11.6 0 0.0 10 18.5

표 7. 파트너십을 통해 발생된 긍정적 효과.

척도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3.75 0.807

그렇지 않다 5 8.9

그저 그렇다 12 21.4

그렇다 31 55.4

매우 그렇다 8 14.3

합계 5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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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현재까지는 업무분담과 재정부담의 해소 등 실질적

인 문제해결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파트너십

의 효과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이 책임감을 가

지고 실질적으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의견을 조

정하는 코디네이터를 두는 것은 해결책의 하나가 될 것이

다(Kim et al., 2006). 일본의 국토녹화추진기구와 같이, 도

시숲 분야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코디네

이터하고 기업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3)의 육성도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3. 환경거버넌스를 통한 도시숲 조성의 활성화

행정의 담당자는 도시숲을 둘러싼 어떤 파트너십을 바

라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행정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약 70%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이

것은 파트너십에 의한 도시숲의 조성이 올바른 방향이

라는 것을 행정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의 성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염려도 하고 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때 행정

은 ‘자원봉사로서 참여’하기를 가장 선호하였다(표 10). 이

와 같이 자원봉사의 형태를 희망하는 것은 행정의 입장에

서 보면 가장 부담이 적고, 동시에 도시숲의 조성이라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로 이해관계자의 참여방법은 표 5에서와 같이 ‘단순 1회

성 참여’와 ‘자금지원’이었다. 이 점은 행정담당자가 바라

는 형태와 현실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다시 말해 참가의 형태가 여러가지 현실의 제약에 의

해 현재는 단순한 수준에 정체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

를 보다 자율적이면서 적극적인 형태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시숲을 둘러싼 거버넌스 구축의 체계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도시

숲담당자들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순서로 참여

시킬 것이라 응답하였다(표 11). 그리고 특·광역시나 도

단위 모두 가장 호감이 있는 파트너로서 ‘지역주민’과 ‘전

문가’를 선택하였다.

한편, 서론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도시숲 조성·관리

에 있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는 행정 이외

에 ‘시민단체’이다. 시민단체는 지역주민의 참가와 관심

표 9. 파트너십 추진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척도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3 2.0

3.79 0.827

그렇지 않다 5 3.3

그저 그렇다 37 24.5

그렇다 81 53.6

매우 그렇다 25 16.6

합계 151 100.0

표 10. 도시숲 조성에 대한 참여방식 선호도. 

항목 평균 표준편차

도시숲위원회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3.09 0.927

자원봉사형식으로 참여 3.51 0.849

조성관리를 위한 기금조성에 참여 3.12 1.101

운영관리프로그램에 직접 참여 3.39 0.940

단순1회성 행사에만 참여 2.28 0.952

표 8. 파트너십 경험 유무에 따른 파트너십의 효과 비교.

항목

파트너십을 통한 추진경험이 
있는 경우

파트너십을 통한 
추진경험이 없는 경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담당공무원에게 집중되었던 업무의 분담 2.35 1.082 2.88 1.117

도시숲과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의 발굴 3.44 1.091 3.62 0.816

행정기관에만 집중되었던 재정부담의 해소 2.88 1.148 3.18 1.060

도시숲에 대한 참여주체의 만족도 증가 3.96 0.644 3.74 0.800

도시숲에 대한 참여주체의 이용률 증가 3.82 0.834 3.67 0.832

참여주체들이 도시숲 유지관리에 참여 3.14 0.890 3.17 1.020

참여주체들이 도시숲 행정에 대해 관심이 증가 3.88 0.558 3.72 0.697

3)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이란 다원적 사회에 있는 공생과 협동이라는 목표를 위해 지역사회와 NPO 사이의 변화와 요구를

파악하며 인재·자금·정보 등의 제공자로서 또한 NPO간의 중계 또는 광의의 의미에서는 각종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코

디네이터하는 조직을 말한다(內閣府國民生活局, 2002, pp. 4).

여기서 말하는 NPO(Non-Profit Organization)란 미국과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정부와 기업을 제외한, 자체

의 관리절차를 가지고 특정한 공공목적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박상필, 2006, p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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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끌어내는 유력한 주체의 하나이다. 반면, 행정이 가

장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하는 시민단체의 유형은 준행정

의 성격을 갖는 ‘주민자치조직’임이 확인되었다. 다음으

로 지역의 ‘유관단체’, ‘풀뿌리조직’을 선호했다. 반면 중

앙단위의 시민단체는 선호도가 매우 낮았으며 담당자에

따라서는 참여 또는 협력 그 자체를 부정하는 비율도 약

10%를 차지하였다(표 12).

마지막으로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할 때 어떤 시민단체

나 주민조직을 참여시키고 싶은가를 개방형 질문으로 요

청한 결과 56명의 응답자가 작성해 주었다. 분석 결과, 중

앙단위의 숲 관련 시민단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

역의 주민자치조직, 지역의 풀뿌리조직 순이었다. 앞의 도

시숲 위원회 참여 선호도의 응답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

이나, 각각의 주체별 역할이 다소 다르다는 점에서, 중앙

단위의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하고 지역의

풀뿌리 조직의 능력을 키워나감과 동시에 행정과 협력을

구축해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결론 및 제언

20세기 후반 이후, 공공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정부만

의 역할이 아니라 시민사회, 시장이 함께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다(이

미홍과 김두환, 2006). 국내의 경우, 90년대 시민사회의 급

속한 성장과 함께 사회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환경거버

넌스가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도시숲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그러나 거버넌스가 지닌 특성상, 사회적 거버넌스

는 공공적 거버넌스와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여야

하고 이 속에 시장거버넌스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할 때에

비로소 건전하고 안정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神野直彦, 澤井安勇. 2005). 

본 연구는 국내의 도시숲을 둘러싼 거버넌스 발달이 환

경분야에 비해 아직 초기단계이긴 하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한 거버넌스의 접근 뿐 만이 아

닌 행정을 대상으로 거버넌스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첫 번째로 행정

은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도시숲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접

근방법으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숲 관련 지역단체가 보

다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지자체의 부담이 없는 형태로 파

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도시숲의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를 해

결하는 방법으로서 파트너십 형성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

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도시숲의 조

성에 있어서 행정의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재

원의 확보와 각각의 부처로 분할되어져 있는 법률을 지자

체 단위에서 조합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었다(표 3).

파트너십과 거버넌스의 형성이 이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행정의 담당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행정부담이 없는 상

황을 전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현재와 같은 단순참가

가 아닌 보다 자율적이면서 적극적인 참여의 형태를 추구

하였다. 실제로 기업이 참여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모든

책임을 맡아왔던 재원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는 기대치가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거버넌스의 형태를 활용한 도시숲의 조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을 파트너십의 추진시스템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 전문가와 지역주민, 시

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

숲 조성에 대한 합의형성을 이루고 실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의 형태를 촉진시켜나가기 위

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 행정기관의 경우에

는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지자체장과 담당공무원에게 동

표 11. 도시숲 위원회에 참여하길 원하는 구성원(복수응답).

항목

전체 특·광역시 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정치인 3 0.70 1 0.8 2 0.7

지역주민 119 27.93 39 29.5 80 26.3

시민단체 61 14.32 14 10.6 47 15.5

민간기업 30 7.04 13 9.8 27 8.9

산림청 담당자 31 7.28 9 6.8 22 7.2

용역업체 41 9.62 14 10.6 27 8.9

교육관련 기관 12 2.82 4 3.0 8 2.6

전문가 127 30.05 38 28.8 89 29.3

기타 2 0.47 0 0.0 2 0.7

표 12. 도시숲 조성시 원하는 시민단체의 유형(복수응답).

항목 빈도(명) 비율(%)

중앙의 주요 시민단체 14 5.1

지역의 풀뿌리 시민단체 64 23.3

지역의 유관단체 75 27.3

통반장 등 주민자치조직 90 32.7

참여나 협력을 원하지 않는다 27 9.8

기타 5 1.8

표 13. 도시숲 조성에 참여가능한 조직(서술식). 

항목 빈도(명) 비율(%)

중앙의 산림관련 시민단체 25 24.5

지자체 내 환경관련 협의회 22 21.6

지역주민자치조직 23 22.5

숲관련 소모임 12 11.8

중앙의 자원봉사단체 4 3.9

지자체 정책관여 단체 4 3.9

기타 1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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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부여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숲의 조성은 이미 담당

자들이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에는 세부적인 실행방법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지원시스

템의 준비를 시작해야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와 같이 담당자의 업무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참여주체의

역할과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분류하여 실무에 참고가

되는 매뉴얼 만들기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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