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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연경관보전과 함께 휴양기능에 중점을 둔 독일의 자연휴양림(Naturpark)은 오랜 역사를 가진 성공적인 휴

양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배경과 성격, 현황, 휴양이용행태 등을 조사함으로써, 우리와 다른 휴양특성을 밝히

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휴양계획에서 고려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을 찾고자 수행하였다. 91개 독일의 자연휴양림

과 97개 한국의 자연휴양림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결과 독일의 자연휴양림은 다양하고 전문화된 휴양활동과

숲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휴양이용객들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휴양요구를 반증하는 것

으로 이용객들의 많은 자연체험, 휴양체험으로 풀이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운영체제와 잘 개설된 다목적

임도는 독일 숲휴양활동의 중요한 근간으로 규명되었으며, 이는 휴양계획 수립시 반드시 고려할 점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is to study the recreational use of German Nature Parks with

comparing the Korean Recreational Forests. They were studied because both were not only founded for nature

protection, but also for recreational use. The recreational offerings of German Nature Parks and Korean

Recreational Forests found to reflect the expectations of their recreation users. Therefore the recreational uses

of both countries will be recognized throughout this study. To review recreational offerings, services and

infrastructure, a complete search of all German Nature Parks and Korean Recreational Forests was conducted.

In summary, there were very good and varied activities that posed few demands on German Nature Parks. Some

broad and very good offerings could be identified in the form of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as well as

many different kinds of services and infrastructure. Korean Recreational Forests were characterized by passive

activities having few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with only simple tour themes. The reason for this

condition was that there were fewer holiday periods in Korea than in Germany and the conurbation life style

in Korea, due to geological conditions, has led to less experience with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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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문화인류학에서 흔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개념

이 다른 문화권으로 전파될 때에는 그 개념이 생성된 역

사, 문화적 배경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그 사회에 맞게 진

행 되어온 모든 발전과정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결과물만 전파된 경우, 시원(始原)문

화권과 다른 종교, 사상 및 사회윤리적 배경을 가진 사회

와의 갈등과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조한혜정, 1998;

김우역 역, 2003; Lee, 2010). 동양과 서양은 역사 및 문화

적 배경이 다르며, 이에 영향을 받은 자연관 역시 매우 다

르다. 이러한 자연관 및 자연이해도의 차이는 서로 다른

자연이용행태를 보였다. 특히 독일을 비롯한 서구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지나친 남벌로 인한 목재수급의 어려움에

대한 자성 속에 임업경영을 발달시켰고, 자연회귀 및 자

연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속에 휴양을 포함한 다목적이

용으로 발전했다(Kuester, 1999; 이주형, 2010). 이에 반해

한국의 휴양은 현대적인 의미의 자연 및 경관보호와 휴양,

공원 등의 개념이 서구로부터 전래되었고, 다시 한국의 휴

양문화로 정착되기까지 많은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되었

으며 아직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윤영일, 2000). 

숲휴양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산림자원에 대해 살

펴보고, 숲휴양 실태파악를 위해 한국의 자연휴양림과 독

일의 자연휴양림(Naturpark)을 조사했다. 독일의 자연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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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며, 경관 및 자연자원의 보

존과 휴양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곳으로, 한국의 자연휴

양림의 목표 및 지정성격과 맥락을 같이 한다. 독일의 자

연휴양림의 지정역사와 현황을 비롯하여 현재 제공되어

지는 휴양활동과 관광테마, 숲교육프로그램 등을 조사했

다. 휴양을 이용하는 측과 제공하는 측으로 나누어 볼 때,

휴양제공자는 휴양이용자의 요구에 충실하게 되므로, 한

국의 자연휴양림과 독일의 자연휴양림의 휴양제안들을 살

펴보면 이용자들의 휴양행태를 알 수 있다. 한국은 독일

과 달리 평지림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경사가 심

한 산지에 숲이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다. 완경사 구릉지

의 평지림이 많은 독일과 구분되는 큰 차이점으로서, 휴

양이 이루어지는 자연환경조건이 매우 상이하고, 이는 방

문객들의 이용특성과 휴양시스템의 발전방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과 독일의 단순비교는 적절치 않

으며,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숲의 휴양이용과 숲에서의 휴양제공에

서 오랜 역사를 가진 독일의 숲휴양실태를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알아보며, 또 한국의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한

우리나라의 숲휴양실태를 함께 비교고찰함으로써, 두 나

라의 상이한 휴양자원과 휴양제안 및 제공, 휴양이용특성

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휴양계획에서 간과한

모습과 이로 인한 문제점들, 나아가 개선할 점들을 규명

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1) 한국과 독일의 산림자원비교

연방산림법에 따라 독일의 모든 숲은 휴양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 허용되며, 모든 산림은 휴양가능한 자원으로 관

리되고 있다(연방산림법 14조). 독일산림총조사(Bundeswald-

inventur)는 1차조사(1986-1989)와 2차조사(2001-2002)를

거쳐 3차조사(2011-2012)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중 2차조

사결과를 바탕으로 숲휴양이 이루어지는 산림자원에 대

해 한국의 산림자원과 함께 알아 보았다. 독일의 국토이

용은 총국토면적(35,702,217 ha) 중 경작지 53%, 숲면적

30%(11,075,799 ha), 건축지 및 공유지 7%, 도로 5%, 수

원지 2% 및 기타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의

국토대비 산림면적은 64%로 비교적 높으나, 총면적이

6,370,304 ha로 독일산림면적의 약 58%의 크기를 보인다.

대부분의 한국의 자연휴양림과 16곳 국립공원의 산악

형 경관특성은 휴양이용객의 접근성, 이용성과 휴양제공

자의 휴양지조성의 난이도 등 우리나라 휴양행태 및 휴양

계획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비해 남부

알프스지역과 서부와 중부의 산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구

릉지와 평지에 조성된 독일숲은 접근성 및 활동성이 매우

좋다. 이와 같은 자연경관의 특성은 두 나라의 휴양이용

특징을 구분짓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Figure 1).

독일의 영급체계는 20년을 단위로 하고 있으며, 한국과

비교하여 영급별 면적과 축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산림휴양활동이 이루어지는 산림경관의 차이를 가져

온다.

Table 1. National land use in germany and in korea.

Germany Korea

Cultivated land: 53%
Forest: 30%
Building, Open Space: 7%
Traffic area: 5%
Water: 2%
etc: 3%

Forest: 64%
Cultivated land: 20%
River: 3%
Traffic area: 3%
etc: 10%

Figure 1. Landscape types of german naturepark (Naturpark)

and korea natural recreation forest.

Table 2. Forest area and volume by tree age in Korea and in Germany.

Germany Korea

Year Area (ha) % Volume (m3/ha) Area (ha) % Volume (m3/ha)

1 - 20 1,285,628 12.5 33 1,394,666 21.9 49

21 - 40 1,777,818 17.2 224 4,130,916 64.8 121

41 - 60 2,160,015 20.9 312 647,818 10.2 202

61 - 80 1,541,075 14.9 383

81 - 100 1,391,255 13.5 440

101 - 120 980,810 9.5 441

121 - 140 597,166 5.8 451

141 - 160 350,383 3.4 434

160 - 236,453 2.3 451

Source: The Second National Forest Inventory (Bundeswaldinventur2) (Germany), Statistical Yearbook of Forestr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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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조성된 산림은 휴양만족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고려점이 된다(Table 2). 

독일국유림의 대부분은 각 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이

다. 독일연방정부가 소유하는 산림은 3.7%에 불과하며, 대

부분 군사, 도로망, 운하망 등을 위한 임지이다. 도시, 대

학, 공공단체들이 소유한 공유림이 20%를 차지하며, 사유

림이 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Table 3).

2) 독일 숲휴양의 법적근거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8.3%가 출입가능한 임지로

일반휴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독일 숲의 대부분에서

휴양이용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또한 숲으로의 자유로운 출

입과 휴양활동을 보장해 주는 법제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한국은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휴양이용 및

제공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산림법과 연방자

연보호법, 주산림법과 주자연보호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되는 목표는 연방자연보호법에서 정의

하는 자연과 경관의 휴양기능보전이다. 모든 숲의 휴양이

용에 대해 연방산림법으로 법제화 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연방산림법에 따라 각 주법에서도 주특성에 맞게 숲의 휴

양이용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이주형, 2010). 주목할 특징

은 ‘숲으로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고, ‘휴양’을 숲의

주요기능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1975년 제정된 독일

연방산림법에서 숲의 기능을 ‘1) 비오톱 및 생물종보호,

2) 생태천이보호, 3) 수자원보호, 4) 기후보존 및 대기정화

기능 그리고 5) 휴양’으로 정의하여 휴양을 숲의 주요기

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휴양목적의 숲 출입에 제한이 없

음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연방자연보호법에 따르면 통합

적인 공간계획으로 휴양계획을 수립하며, 자연휴양림은

경관관리 및 자연보전의 틀 안에서 휴양을 위해 지정된

대면적지로, 고유한 개별성을 가지고 지역사회발전과 함

께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이용을 추구하는 곳으로 정의

하고 있다. 특히 2010년 개정된 독일연방자연보호법에서

는 숲의 휴양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산림법에

서 보장하고 있는 숲 출입에 대한 이용자의 권한을 한층

강화시켜, 숲은 물론 모든 자연경관에서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과 친자연적인 휴양활동을 허가하고 있다.1)

Table 3. Forest area and volume by ownership in korea and in germany.

Germany Korea

Area (ha) % Volume (m3/ha) Area (ha) % Volume (m3/ha)

National
Federation 409,340 3.7 231

1,529,936 24.0 135
State 3,276,661 29.6 305

Public 2,160,189 19.5 314 487,721 7.7 108

Private 4,823,722 43.6 337 4,352,647 68.3 100

Treuhandwald
8) 405,887 3.7 262

Total 11,075,799 100 320 6,370,304 100 109

Figure 2. Category of german forest land.

Figure 3. Logo of german naturepark (Naturpark).

1)Neues Bundesnaturschutzgesetz(BNatSchG), 2010. §59 Betreten

der freien Landschaft(개정된 독일연방자연보호법 제59조 경관출입).
8)신탁림(Treuhandwald): 구동독에서 공산정권시 토지개혁으로 몰수하여 인민림이었던 산림을 통일 후 BVVG(Bodenverwertungs-und

Verwaldungs GmbH) 유한회사에 위탁하여 사유화를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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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의 자연휴양림 Naturpark(나투어파크) - 설립역

사 및 성격, 면적

산업혁명 후 비인간화에 대한 반발로 낭만주의 시기에

더욱 커진 자연회귀에 대한 사회움직임은, 숲파괴에 대한

자각과 산업화·도시화된 일상생활탈출, 자연체험욕구 등,

시민들 스스로 동기를 찾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관

(官)이 주도한 숲휴양 개념보급 및 휴양림 지정과는 매우

다른 시작이다. 시민들로 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된 휴양

활동은 독일의 자연휴양림 중 국가와 개인이 관리하는

곳이 없으며, 모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유휴양림의

성격을 가지게 했다. 또한 산업화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자각에서 출발한 독일의 자연휴양림은 관광자원으로서

의 이용적측면 보다, 자연 및 경관보호 틀 안에서의 휴

양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09년 자연 및 경관보호에

중점을 둔 자연보호공원(Naturschutzpark) ‘뤼네부어거

하이데’(Luenerburger-Heide)가 처음으로 지정되었으며

자연보호공원협회(Verein Natur schutz park)가 결성되었

고, 이는 1963년 결성된 독일자연휴양림협회(Verband

Deutscher Naturparke e.V.)와 모든 독일의 자연휴양림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2차대전 후 급속한 경제발전기를 거치면서 자연체험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이러한 배경속에 알프레드 퉤퍼(Alfred

Toepfer)박사는 자연과 경관 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휴양이

용을 주장했다. 현 독일의 자연휴양림은 1956년 퉤퍼

(Toepfer)박사가 주장한 25개 프로그램에서 시작했다. 그

는 독일전역에 대면적으로 이루어진 25곳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주장했는데, 이는 2007년 까지 60여년에 걸쳐 충

분한 조사, 평가 및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독일의 자

연휴양림으로 하나하나 지정되었다. 1977년 독일연방자

연보호법(Bundesnaturschutzgesetz)이 제정되고 제7조에서

자연과 경관에서의 휴양이 명시되어 법률적인 기반을 갖

게 되었다. 독일의 자연휴양림을 통하여 독일휴양은 경관

보호 및 자연보호, 공간계획, 국토계획, 도로망구축 등과

맞물린 통합적인 휴양계획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Proebstl

& Ammer, 1991; 독일연방자연보호법 16조 1항). 독일의

자연휴양림은 협의의 의미에서 보호카테고리에 들지 않

는다. 휴양이 아닌 자연 및 경관보호가 우선되는 곳은 자

연보호지역과 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있다(Scharpf,

1998). 독일의 자연휴양림은 자연경관 속에서 도시민들에게

자연체험을 제공하는 휴양기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Job, 1993; Buerger-Arndt, 2009), 첫째 Culture Landscape

보전, 둘째 경관의 휴양적 이용, 셋째 자연체험·자연향

유, 넷째 지속적인 지역발전의 4가지 운영목표를 가진다

(VDN, 2005). 독일은 한국에 비해 국토면적은 크나, 국토

대비 산림면적은 작다. 그러나 모든 숲에 접근이 용이하

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에 따라 모든 숲을 휴양으로 이

용할 수 있게 때문에 Table 4에 나타난 1인당 휴양면적보

다 실질적으로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지정현황은 2010

년 현재 독일 103개소이다(Table 4).

독일의 자연휴양림은 최대 375,000 ha 면적의 Schwarzwald

Mitte/Nord를 비롯하여 4개소가 300,000 ha이상의 크기

이고, 100,000 ha이상의 면적이 33개소(약 30%)로 조사되

어, 전반적으로 대면적의 특징을 가진다(Figure 6).

Figure 4. Map of german naturepark (Naturpark).

Table 4. German naturepark (Naturpark) and korean natural

recreation forest.

Germany   Korea

35,704,963 Land area(ha)  9,967,812 

82,351,000 Population 48,297,000 

11,075,799 Forest area(ha)  6,370,304

Naturepark 
(Naturpark)

Korean Natural
Recreation Forest

8,534,790
103
23.9% 

Total area(ha)
Total number
Percentage of land area

134,723 
133
1.35%

0.1 ha Recreation area per person9) 0.003 ha

Source: German Naturepark (VDN), Statistical Yearbook of For-
estry (Korea), Statistical Yearbook (Germany)

9)다른 휴양지를 제외한 한국의 자연휴양림과 독일의 자연휴양림(Naturpark)으로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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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독일의 자연휴양림에서 제안되는 여러 휴양활동들과

시설 및 서비스 등을 연구하기 위해 모든 지역에 대한 조

사가 필요했다. 장기간의 조사는 운영실태 및 새로운 휴

양활동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어, 한 시기의 특징을 제대

로 대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100년의 기간 동안 국가주

도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고유한 문화·역사와 함께 발전

되어온 독일의 자연휴양림은 하나하나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샘플링검사가 아닌 전수검사가 불가피

했다. 그러나 총면적 약 850만 ha에 독일국토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개별방문조사는 시간

과 경비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처음 제시된 연구조건과도

맞지 않다. 따라서 본 조사는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91

개 독일의 자연휴양림 전체에 대한 웹서치(Websearch)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석 하였으며, 관리사무소와

의 전화인터뷰, 서신교환 및 방문을 통하여도 연구를 보

강하였다.2) 한국의 자연휴양림 역시 같은 방법과 조건으

로 조사했으며, 이외에 독일(1960년 부터)과 한국(1980년

부터)에서 현재까지 휴양을 주제로 발표된 논문과 저서

들을 함께 참조했다.

결과 및 고찰

1. 휴양활동(Nature Based Activity)

독일의 자연휴양림은 다양하고 많은 휴양활동들을 제

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다시 휴양이용자들의

요구가 구체적이고 다양함을 반증한다. 자연체험이 많은

방문객에게 숲방문은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없고, 단순한

숲방문, 자연체험외에 특별한 활동들을 원하게 되며, 이

와같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구는 독일의 자연휴양림

의 고유성, 개별성의 개발과 함께 다양하고 세분화된 휴

양활동 제공으로 귀결된다. 산책과 트래킹, 승마는 독일

에서 가장 많이 제안되는 활동들이다. 독일의 자연휴양

림에서의 활동특징은 산책, 트래킹, 승마, 산악자전거,

노르딕워킹 등 대부분의 숲휴양활동이 다목적임도를 비

롯한 숲길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겨울활동인 크로스

컨트리 역시 마찬가지이다(Lee and Buerger-Arndt, 2010).

수영, 카누, (스포츠)낚시, 세일링보트는 독일의 자연휴

양림에서 가장 많이 제공되는 수상휴양활동이다.3) 이

활동들은 모두 인공적 휴양시설을 지양하고, 강, 호수

등 자연경관에서의 친자연적 휴양활동들로 제안되었다

(Figure 7). 

한국의 자연휴양림에서는 숲활동으로 산책로와 등산

로외에 체력단련시설과 운동장이 많은 곳에서 제안되

었다. 체력단련시설과 다목적운동장은 특히 우리나라

와 같이 경사가 심한 지형조건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

뿐 만 아니라, 활용면에서도 그 휴양림만을 위해 조성

되어지는 설비들로서 지역사회 및 타휴양지와의 연계

발전 및 활용가능성이 매우 낮다. 숲길을 바탕으로 한

동적, 원거리, 대면적의 휴양활동이 아닌, 다소 수동적

인 근거리, 소면적에서 시설위주의 숲휴양 특징들을 보

이며, 이는 더 많은 숲길 및 다목적임도 조성으로 해결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상휴양활동들은 자연휴양림

주위의 계곡, 하천 등을 이용한 경우도 있지만, 휴양림

내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

다. 물놀이장의 경우 74%의 자연휴양림에서 제안되고

있으나 이외 다른 수상휴양활동은 거의 조사되지 않았

다(Figure 8). 

Figure 5. Designated year of german naturepark (Naturpark)

and korea natural recreation forest.

2)독일자연휴양림협회(Verband Deutscher Naturparke)에서 운영하는 공식웹사이트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각

각의 자연휴양림의 실태와 큰 차이를 보여 이에 관해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식요청 하여 정정한 바 있다.
3)독일통계청에 따르면, 여러 수상활동들 중 수영, 카누, 스포츠낚시, 세일보트, 잠수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수상휴양활

동으로 집계되고 있다(독일통계청, 2010).

Figure 6. Area of german naturepark (Naturpark) and korean

natural recreation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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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휴양림에서 제공 되어지는 관광유형

독일의 자연휴양림은 다양하고 많은 관광유형들을 제

공하고 있으며, 이는 휴양방문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휴양분야 참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활발함을 반증한다. 독일의 자연휴양림 중 62%

에서 제공되는 산책·등산을 주제로 한 관광유형의 경우,

해당지역의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견학과 향토음식, 스포

츠, 승마여행, 마차여행 등 두 가지 이상의 주제를 복합적

으로 구성한 일주프로그램이다. 전체 관광프로그램 중 56%

가 이와 같은 복합관광유형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숲일주

관광에서 다음 숙박업소와의 연계아래 휴양이용객의 모

든 짐을 다음 목적지 까지 운송해 주어 방문자가 다시 출

발점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일주를 진행할 수 있는

‘Luggage Transfer’ 서비스를 33개 자연휴양림에서 제공

한다. 독일의 자연휴양림에서 제공하는 관광의 특징은 관

리사무소나 전문업체가 주관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

체적으로 휴양관광프로그램을 개발,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의 자연휴양림의 목표인 지역사회

발전과 부합된다. Figure 9에서 다양한 관광유형 및 주제

에 따라 제공하는 독일의 자연휴양림 개소수를 나타내었다. 

한국의 자연휴양림에서는 자연체험과 문화역사를 테마

로 한 관광유형들이 많았고, 전체 휴양림 중 80%에서 자

연체험을 주제로 한 관광을 제안하고 있었으며, 문화 역

사를 주제로 한 관광도 전체 72%의 휴양림에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 다른 주제의 관광유형들은 거의 조사

되지 않았다. 지역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타나낼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된 더 많은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

다(Figure 10). 

독일 자연휴양림에서 총 1131개의 관광프로그램이, 한

국 휴양림에서는 356개의 관광프로그램이 조사되었다. 전

체면적이나 접근성, 휴양이용특징 등이 매우 상이한 두 나

라의 휴양조건을 고려할 때 항목별 직접비교는 어려우나,

숲휴양과 연계된 관광상품개발의 다양성을 고찰해 보고

Figure 7. Nature based activity in german naturepark

(Naturpark).

Figure 8. Nature based activity in korea natural recreation
forest.

Figure 9. Touring in german naturepark (Natur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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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발된 관광프로그램의 유형 및 주제와 함께 제공하

는 자연휴양림의 조합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Figure 11). 

독일의 자연휴양림은 자연체험, 역사·문화, 승마를 주

제로 한 관광이 가장 많은 곳에서 가장 많이 제안되는 관

광유형이다. 한국휴양림 역시 자연체험 및 역사문화를 주

제로 한 관광이 가장 많았는데, 제공하는 자연휴양림수가

독일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관광프로그램이

적었다. 문화역사를 주제로 한 관광(CH)에서는, 58%의 독

일의 자연휴양림에서 323개의 관광프로그램이 개발된 것

에 비해, 한국의 자연휴양림에서는 72% 자연휴양림에서

142개의 관광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활동적인 자연스포

츠(S)를 주제로 한 관광에서는 독일의 자연휴양림 중 41%

에서 162개의 관광프로그램이 개발된 반면, 한국의 자연

휴양림에서는 18%의 자연휴양림에서 18개의 관광프로그

램이 개발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악자전거 등 숲 스

포츠가 많이 보급되어 참여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숲에서의 적극적이고 다

양한 활동보다 등산, 산책과 같은 자연체험위주의 전통적

숲휴양활동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Figure 8). 

 

3. 환경교육

독일의 자연휴양림에서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에 맞게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들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육이 활성화

되어,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Figure 12

에서 보면 62곳의 자연휴양림에서 자연체험 및 해설로를

조성하고(68%), 57곳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

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63%). Naturpark

Barnim과 Naturpark Bayerischer Rhoen은 어린이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타 지역과 구별되는 고유한 개별성

으로 발전 시켰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7가지의 대규모

학교연합프로젝트, 어린이를 위한 환경교육정보제공, 초

등학생을 위한 학교연계 견학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외 쥬

Figure 10. Touring in korea natural recreation forest.

Figure 11. Combination of touring with providing german naturepark and korea natural recreation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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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레인저, 숲교육학코스 등이 준비되고 제안되었다

(Naturpark Duebner Heide, Bergstrasse Odenwald, Dahme

Heidensee). 특히 Naturpark Dahme Heidensee는 총 87개

의 자연환경교육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여러 곳

에서 자연체험을 테마로 관광과 자연환경학습소 및 관찰

센터, 나투어프로인드하우스4)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Figure 12). 환경교육분야에서도 역시 지

역사회, 지역민들은 숲해설가, 숲지도사, 가이드 등의 주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 장애인을 위한 휴양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휴양프로그램은 모두 25개 독일의 자연

휴양림에서 제공되고 있다. 프로그램내용은 매우 다양하

고, 특히 Naturpark Hohes Venn-Eifel, Hoher Flaeming,

Spessart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화

시켜, 특화된 모습을 보였다(Table 5).

결 론

본 연구는 오랜 역사를 통해 숲휴양을 성공적으로 발전

시킨 독일의 숲휴양이용모습을 자연휴양림을 통해 연구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숲휴양계획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수행하였다. 결과로 숲휴양의 시작에서 부터, 제공 되어지

는 휴양활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점들이 조사되었다.

이를 우리나라의 휴양실태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휴양

계획 수립에 고려될 만한 사항들로 세 가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가주도의 휴양계획수립 및 휴양운영관리

지양: 국유, 공유, 사유자연휴양림으로 운영주체가 나뉘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모두 지차제에서 관리하는 공유휴양

림의 성격을 지닌다. 각 관리사무소나 중앙회(Verband

Detuschen Naturpark)의 역할은 관(官)이 주도한 압축성장
5)의 한국형모델에서와 같이 숙소 및 공원시설 관리, 프로

그램운영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지 않는다, 단지 지역사

회를 보조, 지원, 홍보하는 조정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같

은 독일의 자연휴양림에서 중앙주도적인 빠른 성장과 하

나의 휴양트렌드를 일시에 조장하여 진행할 수 있는 순발

력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휴양계획의 중요한 요소 중 하

나인 지역개발과 지역사회문화에 대한 비중을 크게 하며,

중앙기관에서 가지는 계속적인 휴양소프트웨어개발에 대

한 압박감을 줄여 주고, 휴양지를 찾는 이들의 요구에 맞

으면서도 그 지역사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

체적으로 개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이는

결국 고유성, 개별성의 개발로 귀결된다. 둘째, 자연체험

증대: 휴양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인의 자

연체험경험은 복잡한 사회구조, 노동조건 등과 맞물려 있

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난제이다. OECD가 밝힌 한국인

의 1인당 평균노동시간은 선진국에 이른 오늘날에도 1년

에 2,316시간으로 독일의 1,433시간에 비해 매우 과중하

다. 많은 노동시간은 부족한 여가시간으로 이어져 부족한

자연체험경험의 원인이 되며, 휴양방문객의 부족한 자연

체험은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와 같은 다양하지 못한 휴

양활동과 적극적이지 않은 휴양행태로 나타났다. 숲을 방

4) Naturfreundehaus. 1895년 오스트리아 빈 사회학자들에 의해 제창되어 1907년부터 시작된 도시민을 위한 자연체험숙소, 도시

노동자, 가족에 자연체험, 자연휴양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과 숲에 통나무, 방갈로 형태로 지어 시민단체 등 회원위주

로 염가로 제공되어 졌다. 현재 에너지자립주택에서 호텔식숙소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조한혜정.1998. 불균형 발전 속의 주체형성. 철학과 현실. 37호 p.222-247.

Figure 12. Environmental education in german naturepark.

Table 6. Services for the disabled people (German Naturepark).

Program %

Walking route for disabled people 15

Wheelchair-passable trails 11

Accommodation, Restaurant, WC 9

Nature experience trail 8

Tour 7

For blind people 7

Guide 6

Pick up service, transport 6

For deaf people 5

Sport(biking, canoe, horse riding) 5

Environment education 4

For the disabled children 4

Museum, City sightseeing 3

Cooking, Herb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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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는 행위를 이미 하나의 활동으로 여기고, 전통적인 등

산형태 이외의 게임, 스포츠, 다양한 주제의 숲휴양관광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와 낮은 요구를 보였

다. 이와 반대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많은 휴양활동과 숲

교육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등의 특성을 보인

독일의 숲휴양은 그 근거를 이용객들의 풍부한 자연체험

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 5개 도시의 도시숲 이용객조사6)

에서 보면, 대부분의 이용객이 10분이내의 숲방문소요시

간을 답했다.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숲이 매우 많이 조성

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숲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어려서 부

터 자연체험 빈도가 높은 유럽의 경우 자연체험이 특별하

지 않은 일상생활의 하나로 인식되고, 단순한 자연체험보

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휴양활동을 요구하고 또 누리고 있

다. 한국적인 휴양모델 역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자연

체험제공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 산업혁명

이후 가졌던 자연과의 분리과정7)을 압축적 경제성장기에

가지게 된 한국은, 자연체험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갑

자기 여가, 휴양 및 자연체험에 노출되었고, 휴양지에서의

단순하고 다소 소극적인 휴양활동들과 높은 시설요구는

부족한 자연체험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임도(숲길)개설

증대: 독일의 자연휴양림의 특징은 국토의 24%에 이르는

대면적과 평지림 그리고 이같은 지리적 조건위에 잘 조성

된 숲길을 포함한 다목적임도를 통한 휴양활동의 용이성

에 있다(Table 6).

독일의 다목적 임도는 산림작업 뿐 만 아니라, 휴양활

동(산책, 스포츠 등) 등의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며, 잘 조

성된 다목적임도는 휴양경험제공의 중요한 전제조건이자

기반이 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에서 보여지는 부족

한 숲길 및 임도개설율은 자연체험증대와 휴양만족증대

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Figure 13).

5)조한혜정.1998. 불균형 발전 속의 주체형성. 철학과 현실. 37호 p.222-247.
6)도시휴양공간의 기능과 이용. Lee, J. H and Burger-Arndt, R. 미출판. 
7) ‘Trennungsprozess (Isolation Process)’, Eyer, H. 1960. Der Wald als Gegengewicht gegen die Zivilisationsschaden unserer
Zeit. p.40-53

Table 6. Forest road in Korea and in Germany.

Korea Germany

Total length
(km)

16,616

512,000 km Multi functional road
635,000 km Road for forest work
62,000 km Road for hiking, biking and
horse riding

Per hectare
length (m)

2.6 
54.4 m Multi functional road
63.6 m Road for forest work 
7 m Road for hiking, biking and horse riding

Source: The Second National Forest Inventory (Bundeswaldin-
ventur2) (Germany), Statistical Yearbook of Forestry (Korea)

Figure 13. Forest road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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