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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산림교육은 1998년에 숲해설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이 생기고 산림에서 숲해설을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숲체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점차 산림복

지 관점에서 산림교육과 같은 목적 지향적 서비스에 대

한 수요 증가로 변화했다. 2011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산림교육은 산림의 다양한 기

능을 체계적으로 체험, 탐방, 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

을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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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policy for the promotion of forest education and establish a basis that 

can be applied to it, which considers citizens’ opinions on forest education. According to the importance analysis of forest 
education policy, program development topped the list with 0.368 points, followed by the application of forest education experts, 
which scored 0.262 points. Cooperation as well as the supplementing and improvement of facilities yielded 0.238 and 0.132 
points, respectively. Concerning the attention and recognition of forest education, only 8% of the respondents had low attention 
and 19% low or very low recognition; 75% said forest education was very important. Regarding program satisfaction, 76.5% were 
satisfied with the profitability of content and 77% agreed with the purpose consistency. In terms of the appropriateness of forest 
education, 79.2% and 81% were content with the period and method, respectively. Finally, 82.7% were satisfied with the 
participation program. This study aims to share basic data and promotion plan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policy importance and 
satisfaction with forest education focused on adults. Domestic forest education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led by Korea Forest 
Service. In the long term, local governments must participate in forest education policy positively despite limited budgets and 
human resour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data for forest education promotion plans. If the case studies of other 
local governments and preference analysis by age group are followed up, they will help ensure that forest education evolves 
through cooperation with people and organizations in the relevan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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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

률」이 2015년에 제정되어 종합적인 산림복지 개념 속에

서 산림교육의 역할과 효과를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산림교육을 지식 확장이라는 단순히 인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면 점차 숲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

복한 사람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림교육 효과는 유아와 청소년에게는 심리적 안정과 

면역력 증가, 생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의 경우도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며 인지력 및 긍정적 감정이 증가하여 

안정과 회복의 효과가 있다. 또한 우울감과 불안감이 감

소하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의 효과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Kim and Kim, 2006; Park et 
al., 2018).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교육시설은 유아숲체험

원과 산림교육센터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유아, 아동·청소년 대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에 비해 성인대상은 가족형 방문객 대상 프로그램, 이
벤트성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특화 프로그램은 상당히 

부족하다. 결국 일반 성인을 위한 정기적이고 지속가능

한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유아, 청소

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부분에 관심을 집중시켰다면, 이
제는 일반 성인의 선호를 기반으로 한 산림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시설 활용 개선에 폭넓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연령대별 선호는 20대가 산림휴양과 숲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높고 30대는 가족형 참여가 주를 이룬다. 40
대는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산림

교육을 통해 건강증진을 기대한다. 여가 시간이 많은 50
대 이상은 장기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과 체험을 선호한

다(Lee et al., 2019). 
수행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 숲체험 교육 프로

그램 및 영향(Seo and Kim, 2016; Lee and Jung, 
2017),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개선연구(Lee at al., 
2017; Ryu, 2017) 등 유아·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일반 성인

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연구는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

으로 적었다는 현상과 맞물리면서 부족했다. 산림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용현황 및 요구도 분석(Lee et al., 2019), 
산림교육 발전방향(Kang et al., 2008) 등의 연구가 수행

되었다. 기존 연구는 산림교육 현황과 방향, 산림교육 인

프라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집중되었

다. 그에 비해 산림공간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인

근 타 시설과 어떻게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교육과 

체험 기회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Ha, 
2010) 등의 연구가 진행은 되었으나, 산림교육 활성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관련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시를 사례로 산림교육에서 소

외되어 온 일반 성인 대상의 산림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별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 만족도를 조

사하고 분석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담고 지속적으

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

었다. 

2. 대구시 산림교육 현황

2.1. 인프라 시설

대구시는 2019년에 제6차 지역산림계획과 산림복지

진흥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대구 제2수목원, 목재문화

체험장 등의 산림교육 인프라 시설확충계획을 수립하고 

구군 차원에서도 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법적 

산림교육 시설은 유아숲체험원과 산림교육센터이고 대

구에는 유아숲체험원 5개소(고산골, 운암지, 화원, 두류

공원, 무학산)가 조성되었고 산림교육센터는 아직까지 

없다. 그 외 산림휴양 및 체험을 포함하는 광의의 산림교

육 시설로는 학교숲(37개소), 수목원(1개소), 자연휴양

림(3개소), 산림욕장(7개소), 치유의 숲(1개소), 등산로

(160개 노선), 트레킹길(16개 노선) 등이 있다. 주거지와

의 접근성만을 기준으로 볼 때, 도시 생활권에서는 거리

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시설 또한 지역별로 편중되

어 있다.

2.2. 전문가 및 프로그램

대구에는 총 455명의 산림교육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

으며 숲해설가 287명, 유아숲지도사 131명, 숲길등산지

도사 37명으로 구성된다. 대구시 산림교육 전문업은 총 

14개소로 숲해설업 8개소, 유아숲교육업 6개소로 분류

된다. 전국에는 총 343개소의 산림교육 전문업이 등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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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부산, 대전과 같은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등록 개

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으로 대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산림교

육 진행 프로그램은 약 21개 정도이다. 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가족단위, 일반 성인, 전문가(공무원, 수목관리

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그중에

서 일반 성인이 단독 혹은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은 10개 정도에 불과하다. 8개는 대구수목원에서 

나머지 2개 프로그램은 비슬산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

의 양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하지만, 참여 측면에서 볼 때 

일부 시설에 편중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구에서 연간 계약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가로 활동

하는 도우미는 총 50명(2019년 기준)이다. 2017년에는 

총 36명이 대구시민들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유

아숲체험원을 조성하면서 산림청의 지원이 증가하여 산

림서비스 도우미가 늘어났다. 2019년에는 약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 중에서 국가 부담 부분이 6억 원, 
그 외에 대구시는 4억 6천만 원, 기초지자체가 약 1억 4
천만 원을 부담하였다. 

3. 조사 및 분석방법

3.1.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전문가 대상과 산림교육 참가자 대상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먼저 전문가 설문

조사는 성인대상 산림교육의 정책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

해 추진하였으며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30명의 지

역 전문가에게 설문을 의뢰하였다. 그 중에서 총 24명이 

응답을 하였고 중복 기입 오류 등이 있는 3부를 제외한 

총 21부의 답변서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산림교육 참가

자 설문조사는 대구에 거주하는 성인 중에서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Division Daegu Whole 
country Seoul Busan Incheon Kwangju Daejeon Ulsan Sejong

Expert
(person)

Education

Forest interpreter 287 10,940 1,594 650 386 332 561 221 61

Forest kindergarten 
instructor 131 3,468 605 121 273 107 211 70 72

Forest trail climbing 
instructor 37 1,306 299 17 86 9 64 10 5

Total 455 15,714 2,498 788 745 448 836 301 138

Welfare Forest healing instructor 36 952 199 33 24 68 38 6 7

Company
(spot)

Forest welfare company 14 371 63 16 14 8 22 10 6

Education

Forest interpretation 
company 8 194 27 11 7 5 12 6 4

Forest education 
company for children 6 137 25 5 7 3 7 4 1

Forest trail experience 
company 0 12 3 0 0 0 1 0 1

Welfare
Forest healing company 0 17 3 0 0 0 1 0 0

Total forest welfare 
company 0 11 5 0 0 0 1 0 0

Data from Korea Forest Service, as of 2018

Table 1. Condition of expert and company of forest education in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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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이며 참가자 270명에게 설문

조사를 의뢰하였고 252명에게 답변서를 받았다. 그 중에

서 결측치가 있는 26부를 제외하고 총 226부를 대상으

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2. 통계분석 및 연구모형

전문가 설문조사는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대구시 성인대상의 산림교육 정책

을 수립하는데 분야별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설문분석은 메이크잇(Makeit)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계층분석을 위한 측정 모형은 목표, 영역, 항목 총 3개 

계층으로 구조화하였고 측정영역과 항목은 대구시 성인

대상 산림교육의 현황분석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

련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산림교육의 효과와 기능을 기

반으로 구성하였다. 대구시 성인대상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정책 방안을 분류한 결과, 1차 수준은 시설 

추가 및 개선, 프로그램 개발, 연계 협력, 산림교육전문가 

활용 등의 4개 부문으로 나누었다. 각 1차 수준을 다시 

세분화하여 시설 추가 및 개선 부문은 수목원,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도시숲, 산림교육센터 등 6
개 항목으로, 프로그램 개발 부문은 은퇴자 대상, 일반 성

인대상, 고령층, 가족단위, 여성 대상 등 5개 항목의 2차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연계 협력 부문은 지역도

서관, 평생교육기관, 실버기관, 여성개발기관, 복지관 등 

5개 항목으로, 산림교육전문가 활용 부문은 충분한 인력 

배치, 역량강화, 인력풀 구성, 정기 포럼 추진 등 4개 항

목의 2차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산림교육 참가자 설문조사는 참가자 특성 및 참여현

황, 산림교육 프로그램 관심 및 인지도, 참여프로그램 만

족도 등을 중심으로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 분석방법

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성인대상 산림교육 정책 중요도

4.1.1. 1차 수준의 상대적 중요도

산림교육 정책 중요도 분석 결과, 대구시 성인대상 산

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1차 수준 AHP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Table 2). 이 중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부문의 중

요도가 0.368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우선시되

어야 하는 정책 분야임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산림교육

전문가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중요도 

0.262로 나타났고 연계협력 부분이 0.238의 중요도를 

기록했다. 시설추가 및 개선 부분은 타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분석되었다. 
산림교육 관련 인프라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고 트렌

드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에 비

해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가 활용과 같은 

소프트웨어 정책이 상대적으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

려 있었다. 그러나 정책 중요도 결과를 살펴보면, 앞으로

는 이런 부분들이 더욱 강조되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

어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1.2. 대구시 성인대상 산림교육의 정책 우선순위

앞선 1차 수준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Fig. 1. Research model on the forest education importance for adult in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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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별 분석 결과를 종합한 성인대상 산림교육 정

책 우순순위를 도출하였다. 우선 프로그램 개발 분야 중

에서는 특히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 항목이 중요도 

0.329 수준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전체 산림교육 활

성화 방안 중에서는 우선순위가 2순위로 나타났다. 산림

복지전문가 활용 분야의 세부항목은 인력풀을 구성(중요

도 0.333)해서 적재적소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중요도 

0.257)해야 한다는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

타냈고 우선순위는 각각 1순위와 5순위로 도출되었다. 
연계협력 부문에서는 평생교육의 관점과 복지관과 연

계한 협력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중요

도 0.266과 0.236으로 높게 분석되었고, 특히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계협력 세부항목은 전체 3순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 추가 및 개선 부문에서는 인근 도시숲 시설을 

The first step Importance Order

Supplement and improvement of facilities 0.132 4

Program development 0.368 1

Cooperation 0.238 3

Application of forest eduction expert 0.262 2

Table 2. Analysis result of the first step by AHP

Indicators Importance

Supplement and improvement of facilities .132

Arboretum .214

Green Shower Areas .091

Natural Recreation Forest .143

Wood Culture and Experience Facility .130

Urban Forest .258

Forest Education Center .164

Program Development .368

Program for Retiree .183

Program for Adult .212

Program for Elder .153

Program for family .329

Program for Woman .123

Cooperation .238

Humanities Program with Regional Library .193

Lifelong Education Program .266

Silver Program .204

Program for Woman development .101

Program with Local Welfare Center .236

Application of Forest Education Expert .262

Enough Arrangement of Forest Education Expert .257

Capacity-building Support for Forest Education Expert .254

Making the pooling system of Local Forest Education Expert .333

Holding the Forum with Forest Education Expert .156

Table 3. Analysis result on the policy importance of forest education for adult in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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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항목이 중요도 

0.258로 높게 나타났고 성인대상 산림교육 정책 우선순

위 4순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구시 성인대상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규모가 큰 시설을 추가하기보다는 생활권 

인근의 도시숲에서 기존의 산림복지전문가 인력을 제대

로 활용하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면, 가족단위 프로

그램은 자녀와 함께하는 주말 프로그램, 분기별 프로그

램으로 다양화를 시도하고 성인이 선호하는 목재프로그

램을 맞춤형으로 도입해 볼 수 있다. 생활 숲에서 명상을 

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주부, 은퇴자를 위

한 힐링 프로그램도 추진해 볼만 하다. 특히 산림교육전

문업지원 시범사업, 산림교육전문가 서비스 구역단위 배

치, 민관이 참여하는 산림교육협의체 구성을 통해 전문

가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고 재정 여건도 개선해 나갈 

Item Frequency Percent Item Frequency Percent

Participation
places

Palgongsan 32 14.2

Participation 
period

Less than 30 minutes 9 4.0

Apsan 49 21.7 From 30 minutes to 1 hour 82 36.3

Bislsan 67 29.6 From 1 hour to 2 hours 73 32.3

Cholyesan 1 0.4 From 2 hours to 3 hours 41 18.1

Daegu arboretum 59 26.1 Over 3 hours 17 7.5

Duryu park 5 2.2 Others 4 1.8

Bongmu park 7 3.1 Total 226 100.0

Others 6 2.5

Participation 
number

Nothing 14 6.2

Total 226 100 Around 1 time per year 92 40.7

Participation 
program

Climbing education 9 4.0 Around 2 times per year 73 32.3

Meditation 2 0.9 Over 4 times per year 44 19.5

Woodwork experience 54 23.9 Others 3 1.3

Ecological education 1 0.4 Total 226 100.0

Ecological experience 13 5.7

Participation 
season

Spring 46 20.4

Ecological tour development 2 0.9 Summer 73 32.3

Ecological interpretation 1 0.4 Autumn 73 32.3

Forest trail working 1 0.4 Winter 6 2.7

Forest trail experience 32 14.2 All season round 20 8.8

Yoga and meditation in forest 6 2.7 Others 8 3.5

Forest experience 3 1.3 Total 226 100.0

Forest interpretation 14 6.2

Participation 
companion

Alone 47 20.8

Education for forest interpretor 1 0.4 Friend, couples 74 32.7

Forest healing 1 0.4 Family, relative 74 32.7

Plant and ecological culture 42 18.6 School group 5 2.2

Jarak-gil experience 1 0.4 Office group 12 5.3

Nature interpretation 24 10.6 Others 14 6.2

Weekend forest day 17 7.5 Total 226 100.0

Forest healing for housewife 2 0.9

Total 226 100.0

Table 4. Participation conditions of fores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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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2. 성인대상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4.2.1. 프로그램 참가자 특성 및 참여 현황

대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참가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의 일반현

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226명 중에서 대구시 

거주자는 198명으로 87.6%를 차지했고 그중에서 

29.6%가 달서구, 15.9%가 동구 거주자로 나타났다. 이
러한 특성은 산림교육 프로그램이 달서구와 동구에 집중

되어 있는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은 여성

이 58.8%로 남성이 비해 조금 높았고 연령은 50대와 60
대 이상의 비율이 약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상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연과 가까이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활동장소

는 비슬산, 대구수목원, 앞산, 팔공산 순서로 참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프로그램은 목공체험, 숲길

체험, 식물 및 생태교양, 자연해설, 주말숲Day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활동시간은 30분에서 2시간 이내가 약 

70% 정도이며 참여횟수는 연간 1회라고 대답한 응답자

가 40.7%, 연간 2회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2.3%로 나타

났다. 연간 3회 이상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응

답자도 19.5%나 될 만큼 시민들의 욕구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여계절은 겨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친구나 연인과 함께 혹은 가족단위 참

여율이 각각 32.7%가 되었으며 그 외에 혼자 프로그램에 

Item Frequency Percent

Attention degree of 
forest education

Very low 4 1.8

Low 14 6.2

Normal 89 39.4
High 100 44.2

Very high 19 8.4

Total 226 100.0

Recognition degree of 
program

Quite unawareness 2 0.9

Unawareness 40 17.7

Normal 81 35.8
Awareness 93 41.2

Quite awareness 10 4.4

Total 226 100.0

Importance degree

Very useless 1 0.4

Useless 3 1.3

Normal 52 23.0
Useful 125 55.3

Very useful 45 19.9

Total 226 100.0

Key points for forest 
education promotion

Policy development related with forest education 23 10.2

Development of forest education and program 107 47.3

Building of forest education facility 53 23.5
Expert cultivation of forest education 38 16.8

Others 5 2.2

Total 226 100.0

Table 5. Attention and recognition of fores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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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경우도 20.8%로 높았다. 

4.2.2. 산림교육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산림교육에 대해 관심

도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8%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해 

프로그램 인지도 조사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거나 잘 알

지 못한다는 응답이 19% 정도로 관심도에 비해서는 다

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

금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응답자 중에서 약 75% 정도는 산림교육의 중요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그리고 성인대상의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산림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는 응답

이 47.3%로 나타났고 시설 조성부분도 23.5%로 나타

났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 중요도 결과와 비교해 

Item Frequency Percent

Profitability

Very unprofitable - -

Unprofitable 5 2.2

Normal 48 21.2

Profitable 113 50.0

Very profitable 60 26.5

Total 226 100.0

Consistency with purpose

Very inconsistent - -

Inconsistent 5 2.2

Normal 47 20.8

Consistent 106 46.9

Very consistent 68 30.1

Total 226 100.0

Appropriateness of time 
and period

Very inappropriate - -

Inappropriate 3 1.3

Normal 44 19.5

Appropriate 115 50.9

Very appropriate 64 28.3

Total 226 100.0

Appropriateness of progress 
method

Very inappropriate - -

Inappropriate 6 2.7

Normal 37 16.4

Appropriate 98 43.4

Very appropriate 85 37.6

Total 226 100.0

Total satisfaction

Very unsatisfied - -

Unsatisfied 2 0.9

Normal 37 16.4

Satisfied 99 43.8

Very satisfied 88 38.9

Total 226 100.0

Table 6. Satisfaction of forest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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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두 집단 모두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높게 꼽고 

있었다.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은 전문가들은 전문인력 양

성에 대해서 상대적인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지만 프로그

램에 참가한 일반인들은 산림교육 시설 조성에 대해서 

보다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2.3.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프로그램 참가

자는 내용의 유익성에 대해서는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

다는 응답이 76.5%로 나타났다. 목적 부합성에 대한 질

문에도 77%가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시간이나 진행방법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도 각각 

79.2%, 81%의 응답자가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적인 만족도에서도 매우 만족하거

나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2.7%로 매우 높은 비

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참가자들은 진행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서 목적성, 유익성, 적절성 등을 포함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

양화할 때도 지금의 방향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추진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대상의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사례를 중심으로 산림교육 정책의 

중요도와 참가자 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와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정

책 중요도, 프로그램 인지도, 만족도 등을 조사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는 대구시 성인대상의 산림교육 활성화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였다.
먼저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개발 분야가 0.368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

게 다루어져야 할 항목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산림교

육 전문가, 연계 협력 정책 추진 분야가 중요도 0.262와 

0.238로 높게 도출되었다. 세부 항목별 정책 중요도 우

선순위는 산림교육 전문가 인력풀 구성, 가족단위 프로

그램 개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협력, 생활권 인

근 도시숲을 산림교육 시설로 활용, 산림교육 전문가의 

충분한 배치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반 성인을 

위한 산림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규모가 큰 산림교육 시설을 신규 조성

하는 것보다는 생활권 인근의 도시숲에서 산림복지전문

가 인력을 적재적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일반 성인 

누구나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

책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참가자의 특성 및 만족도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에서 

19.5%는 연간 3회 이상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고 대답하였다. 가족 혹은 친구와 참여하는 비율이 

32.7%, 혼자 참여한다는 응답자가 20.8%를 차지했다.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지도에 비해서 관심과 중요도가 더 

높게 분석되었고, 목적성, 내용, 방법 등과 종합 만족도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국 참가자들의 참여 욕

구는 높으나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고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문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기본 방향성은 유지하면서 접근

이 용이한 곳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대구시 성인대상의 산림교육 정책 중

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여 기초연구자료와 활성화 방안

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과로 여겨진다. 
국내 산림교육은 산림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차원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산림청 주도하에 시설 확충, 프로그램 개발, 산림교육전

문가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한 산림교육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등

의 어려움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서에서 산림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신규 정책을 시도하기에는 여건이 쉽

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의 환경, 자원, 문화

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관련자들의 협력체계와 파

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지금까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

의 참여를 유도하는 양적 확장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유

아숲체험원과 같은 법적 시설이 산림청 주도로 조성되면

서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 앞으로는 

중·장년층, 노년층까지도 아우르는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한 생활과 행복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산림교육 방안

을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 단계이다. 또한, 산림교육 프로

그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누구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웹을 마련하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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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네트워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산림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홍보하면

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시 지역을 사례로 성인을 위한 산림교

육 정책 중요도를 분석하고 연구했다는 연구범위의 한계

점은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산림교육 활성화 정

책 수립에 기초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타 지자체 연

구 및 일반성인의 연령대별 선호도 연구로 확대하는 것

도 필요하다. 산림교육이 특정 공간에서 한정된 프로그

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기

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친밀하게 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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