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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양한 국유림 제도 가운데에서도 2004년도부터 도입된 다자참여가 가능한 산림경영대행제도, 공

동산림사업, 국민의숲 제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업무 추

진에 있어서 중요도와 만족도를 도출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그 결과,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업무의 중요

정도 인식은 협약실적에 따라 그 중요성을 다소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경영대행제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해당 대상자의 참여 의지 부족(4.13), 공동산림사업 제도에서는 참여자의 수익보장에 대한 한

계성(3.69), 국민의숲 제도에서는 참여자의 참여투자 의지 부족(3.90)요인을 지적하였다.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중

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I사면(현 상태 지속적 유지관리)은 5개요인(의사결정자의 업무추진 의지 외), II사면(최

우선 투자와 관리)은 2개 요인(참여기회 및 범위확대 외), III사면(현시점에서 고려 대상이 아님)은 6개요인(협약 종

료 후 사후관리 규정 마련 외), IV사면(지원 투입자체가 요구됨)은 2개 요인(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 해소 외)

으로 분석되었다. 국유림 경영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규정의 개선, 민자사업의 유도 등

사업대상자 및 범위 확대, 국유림경영제도를 전담할 수 있는 비정부 전문기관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 of Forest Management Agency

System, Cooperative Forest Program and People's Forest Program with Public Participation and to boost the

program. To carry out a quantitative survey among selected 5 Regional Forest Service and 27 National Forest

Office, we investigated the activity-awareness concepts of officers on Importance, Performance, and problems of

program. As a results, the difference of understanding on Na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 involved with

the results of agreement achieved. Also most serious problem of Forest Management Agency System were the

shortage of participation will and the limitation of security benefit. The prime reason for the program problem

is lack of investment in People's Forest Program. The final results on survey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 with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as followed. It indicated that I(Keep Up Good Work) have 5

Factors, II(Concentrate Here) have 2 Factors, III(Low Priority) have 6 Factors, and IV(Possible Overkill) have

2 Factors. Base on above investigation, we finally suggest that new organization exclusive responsible for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and encouragement of Build Transfer 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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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본은 1964년 목재수입 자유화와 엔화의 강세 기조에

따른 목재가격의 하락, 벌채가능 산림자원의 감소, 고용비

용의 증대 등으로 국유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계를 나타내게 되자, ①누적채무 문제해결과 국민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유림의 관리 경영 목표를 목재생산

기능에서 국토보전이나 자연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

발휘로 전환하고, ②지역진흥,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국유

림의 활용을 적극 추진하며, ③국민들의 공통자산에 대한

관리경영 실적을 매년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등 국유림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경영시스템을 도입·운용하는 국유림

개혁을 실시하여 운용하고 있다(日本林業調査會, 1999; 林

野廳a, 2003; 林野廳b, 2003). 

미국은 1960년대 초 자연자원 보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

고조로 대규모 목재벌채에 대한 논쟁이 야기되자 다목적

이용-보속수확법(Multiple-Use Sustained-Yield Act)을 제

정하여 국유림 경영에 있어서 기존의 목재생산 이외에 야

생동물, 목초, 물 및 야외휴양 등 산림서비스 제공에 동등

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이후 재생가능자원법(RPA)에

서는 장기경영계획 수립과 실행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2000년에는 정부의 성과평가법

에 의거하여 국유림 전략계획(Strategic Plan) 수립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

는 등 국유림 활용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추진되

고 있다(Hermann Ilaender, 2007; Michael Gerst, 2007;

USDA Forest Service, 2004; USDA Forest Service, 2006). 

독일에서는 1990년 통일 이후 국유림 경영에서 심화된 적

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의 주에서 산림청을 공사형태로

개편하여 국유림 경영을 과거 국가경영에서 기업경영방식

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조직통폐합과 인원감축을 단행하는

등 국유림 경영 개혁을 추진하였다. 또한 EU의 포괄적인 자

연보호정책인 「Natura 2000」(전체 산림면적의 약 20%) 시

행에 따라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교육 강화, 수목

장림 조성 운영 등 국유림 경영에 대해 국가 주도로 국민참

여를 확대하고 있다(국립산림과학원, 2004). 

우리나라에서도 국유림 경영을 과거와 같이 목재생산

위주의 관주도 경영관리 형태를 탈피하여 공공 참여와 다

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해 국유림의 보호·육성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유림을 산림교육·휴양·문화 공간으로 활

용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2004~2005년부터 산림경영대행

제도,1) 공동산림사업제도,2) 국민의숲 제도3) 등 새로운 국

유림 경영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국유림 경영은 국가 주도의 경영방

식을 탈피하면서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국내 국유림과 관련된

환경변화와 국민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다자참여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국유림의 경영활성화에 일익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에서 운용하고 있는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국유림 경영제도 업무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국유림 경영제도

에 대한 문제점(특히 최근에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3개

경영제도, 산림경영대행제도, 공동산림사업제도, 국민의

숲 제도) 파악과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업무 추진에 있

어서 중요요인 및 만족요인의 도출을 통해 국유림 경영제

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국유림 경영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은 근무연수, 근무지,

직책별에 따라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인식하는 수준이

나 정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청장, 과장, 업무담당자), 27개 국유림관리소

(소장, 팀장, 업무담당자)의 135명에 대해 2008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정부전

자메일망을 이용하여 담당자 개인에게 설문을 직접 송부

하여 회신을 받는 전수조사 방법을 택하여 실시한 결과

85부가 회수(회수율 63%)되었고, 결측 자료를 제외한 83

부 자료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5개 지방산

림청 현장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4문항의 통계적 요인과 6

문항의 국유림 역할에 대한 중요도 요인, 6문항의 현재 추

진되고 있는 국유림 제도의 현실성 및 실효성 측면을 감

1)산림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방치된 타부처 소관 국유림, 사유림 등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소유자의 산림경영을 도모하는 제도.
2)산림소득개발사업, 산림교육사업, 산림휴양사업 등 공익성은 크나 시장성이 적은 산림정책사업에 관계기관 및 단체의 참여

와 투자를 촉진하고 공동추진으로 시너지효과를 제고함으로써 산림공익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
3)국유림의 보호·육성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유림을 산림교육·휴양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단체의

숲, 체험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사회환원의 숲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체의 숲은 학교, 기관, 기업, 단체, 동호회 등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를 즐길 수 있는 숲을 말하며, 체험의 숲은 개인, 가족 등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나

무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를 즐길 수 있는 숲이다. 산림레포츠의 숲은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오리엔티어링, 산악스키

등에 적합한 국유림을 일정 조건하에 동호인들이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한 숲이며, 공익법인, 정부투자기관 등이

지정된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을 조성하여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는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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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각 제도의 중요 정도, 12문항의 새로운 국유림 제도의

사업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9

문항의 산림경영대행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

의 정도, 9문항의 공동산림사업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

는 문제점의 정도, 7문항의 국민의숲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

지 않는 문제점의 정도, 각 15문항의 국유림 경영제도(산림

경영대행제도, 공동산림사업제도, 국민의숲 제도) 중요도

및 만족도 정도 등 총 68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1).

설문은 Likert의 5점 척도[전혀 중요치 않음(1점), 중요

치 않음(2점), 보통(3점), 중요(4점), 매우 중요(5점) 및 매

우 적다(1점), 적다(2점), 보통(3점), 크다(4점), 매우 크다

(5점)] 방식을 채택하여 각 항목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였

다. “국유림 경영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은 근무연수, 근무

지, 직책별에 따라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인식하는 수

준이나 정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해결하기

위해 그룹을 구분하였다. 직책별 그룹은 행정체계상 정책

담당자(업무담당자)와 정책관리자(팀장, 과장), 최종 정책

결정자(소장, 청장)로 구분하였고, 근무연수는 3개 그룹(10

년 미만, 10-25년, 26년이상)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근무지별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5개 지방산림청 그

룹(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자료분석은 빈도분석(Frequency)과 중요도, 문제점, 달

성정도 등 요인에 대한 그룹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요

인분석, 신뢰도분석(Cronbach's alpha), IP(중요도·만족도)

분석법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새로운 국유림 경영제도의 도입 경과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에

서 산림원칙성명이 제시된 이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역시 원

칙적인 면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개념을 수용하고 1995

년 산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명

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가하고(제5조

①항)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

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제4항)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산림법 시행규칙에서

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검토기

준’을 ①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전, ②산림생태계의

생산성 유지, ③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활력도, ④산림생

태계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⑤산림생태계의 온실가스

의 흡수기여도, ⑥기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여부의 평가

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제

3조의2). 이처럼 1995년은 법제도상으로 우리나라 산림관

리의 중요한 목표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명문화한 첫

해이며 나름대로 구체적인 기준까지도 마련하여 제시하

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2001년에는 「산림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산림관

리 목표를 법으로 정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 법의 기본

이념은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므

로, 국가·지방자치단체·임업인 및 국민은 산림이 지닌

다양한 기능들이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

록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을 관리”(제2조)하는 것에 두었다.

즉, 2001년부터는 산림관리의 목표가 한 세대만을 위한

목재생산 위주의 목표에서 미래세대를 고려하고 여러 기

능을 통합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목표로 전환하

였음을 알 수 있다(임업연구원, 2003). 이러한 산림관리 목

표의 변화와 국가 산림정책의 전환은 곧, 국유림 관리경

영 목표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 즉 산림자원의 지

표 1. 설문지 구성 및 분석방법.

설문내용 문항수 기입방법 분석방법

통계 요인 4  체크, 기입 빈도분석(Frequency) 

국유림 역할 중요도 6

Likert 

5점 척도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 Kruskal-Wallis독립표본 검정

국유림 경영제도 중요 정도 6

국유림 경영제도 목적 달성정도
 산림경영대행제도
 공동산림사업제도
 국민의숲 제도 

12

산림경영대행제도 문제점 정도 9

공동산림사업제도 문제점 정도 9

국민의숲 제도 문제점 정도 7

국유림제도(산림경영대행제도, 공동산림사업제
도, 국민의숲 제도)중요도 및 만족도 정도

15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Cronbach's alpha), IP 분석

주) 국유림 경영제도; 산림경영대행제도, 공동산림사업제도, 국민의숲 제도를 의미



482 韓國林學會誌 제 98권 제 4호 (2009)

속성을 유지·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국

유림 경영에 있어서도 2005년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본원

칙으로 삼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산림의 경영대

행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 비용을 받고 대행할 수 있는 규

정과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

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

국민들이 숲 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육성사업에 참여

하고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국유림 중에 국민의숲을 지정하

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표 2와 같이 관 주도의

국유림 경영에서 다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도입하였다.

2.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정도 결과

1) 그룹별 응답자 현황

응답자에 대한 직책, 근무지, 총 근무연수별 현황을 살

펴보면 표 3과 같다. 직책별은 최종 정책결정자(소장, 청

장. 이하 A라 한다)가 20명(24.1%), 중간관리자(팀장, 과장.

이하 B라 한다)는 20명(24.1%), 정책담당자(업무담당자.

이하 C라 한다)는 43명(51.8%)이 응답하였다. 근무지는

동부(20명, 24.1%), 서부(12명, 14.5%), 중부(16명, 19.3%),

남부(16명, 19.3%), 북부(19명, 22.8%)로 분포되었고, 근무

연수는 3개 그룹(10년 이하, 11-25년, 26년이상)으로 구분

하였는데, 10년 이하는 31명(37.4%), 11-25년 그룹과 26년

이상 그룹 각각 26명(31.3%)이었다. 

2) 국유림 제도에 대한 중요 정도

현재 국유림과 관련된 제도는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국유림 제도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도

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

과, 국유림대부사용허가제도와 산림복합경영사업(3.98), 무

표 2. 국유림 경영에 대한 다자참여 기회 확대정책.

구분 산림경영대행제도 국민의숲 제도 공동산림사업제도

근거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
법률 제13조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
법률 제14조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
법률 제15조

실시시기 2005년 2004년 2005년

업무권한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자연휴양림
관리소장

지방산림청장

담당부서 국유림관리과 휴양등산과 국유림관리과

산림구분 국유림 국유림 국유림

사업주체
타부처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의
희망자

국민(개인, 단체, 법인 등) 단체

사업방식 계약 협약, 신청 협약

사업비 계약당사자 참가자 협약체결자

분수비율 없음 없음 1:9 

사업
내용

−산주와 국가가 계약 체결하여
(10년) 산림경영의 일체를 대행.

−산림규모에 따라 책정된 경영대
행 수수료는 산주가 경영대행기
관에 지불 (100 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분할 지불)하고, 산림작업비
는 산주가 작업실행자(산림조합,
기능인 영림단, 산림사업법인 등)
에게 직접 지불.

−숲에 관심이 있는 국민에게 산림
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국유림 관리
소장, 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국민의 숲 운영 장소를 지정하고
인터넷에 등록.

−종류별로 국민의 숲 참여 희망자
는 신청, 협약을 통해 활용.

−사용허가는 임산물소득원의 지
원대상품목 중 버섯류·산나물류
및 약초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
고자 하는 경우.

−대부는 모든 사업 가능.

관련규정
행정사항

산림경영대행 운영지침
경영대행 수수료 고시

국민의 숲 운영지정 지침 공동산림사업 운영규정(훈령)

표 3. 그룹별 응답자 현황.

 구분 그룹 N 빈도(%)

직책

A 20 24.1

B 20 24.1

C 43 51.8

근무

중부 16 19.3

남부 16 19.3

북부 19 22.8

서부 12 14.5

동부 20 24.1

근무연수

10년 이하 31 37.4

11년-25년 26 31.3

26년 이상 26 31.3

합계 8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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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유림 제도에 대한 중요 정도.

구분 중요도

국유림대부사용허가제도 3.98

산림복합경영사업 3.98

무상양여제도 3.65

국민의숲 제도 3.53

공동산림사업제도 3.49

산림경영대행제도 2.63

표 5. 국유림 경영제도 업무의 중요도에 대한 그룹 간 인식차이.

문 항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p

공동산림사업 근무지

중 16 2.81 1.047 26.97

17.449** .002

남 16 3.06 .772 31.88

북 19 3.89 .737 52.47

서 12 3.75 .866 48.5

동 20 3.75 .851 48.8

국민의 숲 근무지

중 16 3 1.211 32.13

10.92* .027

남 16 3.8 .775 48.77

북 19 3.95 .311 39.53

서 12 3.17 .389 39.38

동 20 3.5 .946 43.35

산림경영대행 직책

A 20 4 0.459 39.7

8.336* 0.015B 20 4.37 0.597 51.21

C 43 3.75 .899 34.83

주) *유의수준; p<0.05, **유의수준; p<0.01

4)산림경영대행제도의 문제점으로 해당 대상자의 참여 의지 부족, 경영대행 수수료 및 산림사업비 부담 기피, 사유림 대리경영

제도와의 유사성,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우려, 제도 참여 대상자 및 대상 사업종류의 제한,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부

담증가, 산림경영대행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대상 산림에 대한 정보 파악의 어려움,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을 제시하였다.
5)대리경영제도는 경영방치 상태에 있는 산림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산림경영일체를 실행해 주는 제도로서 경영방치상태의 사

유림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 국유림 수준으로 자원을 육성한다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음.

상양여제도(3.65), 국민의숲 제도(3.53), 공동산림사업제도

(3.49), 산림경영대행제도(2.63)의 중요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 즉,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

한 중요정도는 기존의 제도에 비해 낮은 중요도를 보였는

데, 이는 업무담당자들이 오래전부터 담당해 왔던 업무에

비해 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평가절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장 인터뷰 조사에서도 나타났으며, 업무실적에 따

라 제도의 중요성을 달리 해석하였다.

한편,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중요정도를 직책별, 근무

지별, 근무연수 그룹에 따라 인식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에 의

해 살펴본 결과, 공동산림사업제도에 대해서는 근무지 그

룹에서 0.01 유의수준을 보였고, 국민의숲 제도에 대해서

는 근무지별에서, 산림복합경영제도는 직책별 인식에서

각각 0.05 유의수준을 보였다. 즉, 근무지, 직책에 따라 국

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업무 중요정도를 달리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도에 대해 직책별(정책담

당자, 정책관리자, 정책결정자)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

주된 요인은 근무지간 업무의 계약실적 차이에 의해서, 업

무를 달리 접하는 업무담당 성격의 인지 차에 의한 것으

로 판단된다(표 5). 

3) 국유림 경영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의식 수준 

(1) 산림경영대행 제도의 문제점 정도 

산림청에서는 산림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방치된 타부

처소관 국유림, 사유림 등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경영대행제도를 도

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의 자료와 지방산림

청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업 목적과 달리 실적이 매

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산림청 정책담당자로부터

인터뷰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유

림 경영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원인에 대해 조사하

였다. 문제점 9개 문항4)에 대한 의식수준의 평균은 3.47점

(4.13점부터 3.17점으로 차이를 보임)으로 나타났는데 문

제점 가운데 산림경영대행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해당

대상자의 참여의지 부족(4.13점, 정책담당자의 노력은 있

으나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해당자들의 의지가 부족하

다는 의미), 경영대행 수수료 및 산림사업비 부담 기피

(3.97점), 사유림 대리경영제도와의 유사성(3.60점)의 순으

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3개 요인이 문제점으

로 지적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규정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사유림 대리경영제도5)와 유사한 제도로서 대리경영

제도는 수수료가 없는 제도임에 반해, 산림경영대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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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타부처 국유림 및 공

유림)에게 경영대행수수료, 산림사업비에 대해 비용을 부

담케 하고 있다. 경영대행수수료는 산주가 경영대행기관

에 지불(1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분할 지불)하고, 산림사

업비는 산주가 작업실행자(산림조합, 기능인 영림단, 산림

사업법인 등)에게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산림경영대행제도의 실적은 현재

전무한 상태이다.

한편, 산림경영대행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있어서 직책

별, 근무지별, 근무연수 그룹 간 차이를 파악하고자 일원

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산림경영대행제도의 대한 홍보부족

(0.036)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무연수 그룹에서 0.05

유의수준을 보였고, 사유림 대리경영제도와의 유사성(0.029)

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무연수와 직책그룹에서 0.05

유의수준을 보였다. 즉, 근무연수, 직책에 따라 산림경영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달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공동산림사업 제도의 문제점 정도 

공동산림사업제도는 산림청에서 필요한 국유림(토지)을

제공하고 상대는 자본과 기술의 제공 및 운영을 조건으로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표 7

은 2007년과 2008년에 있어서 34건의 공동산림사업 협약

실적을 분석한 결과이다. 2년간 5개 산림지방청 협약면적

은 약 654 ha에 불과한데, 서부지방산림청은 전체 협약면

적의 약 57%인 373 ha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협약실적을

보였다. 가장 많은 협약사업은 산림소득 개발사업으로 전

체 협약면적의 약 65%인 423 ha(이 가운데 서부지방산림

청 76%를 차지)에 달하였다. 주요 산림소득 개발사업은

임간 산채채취 체험단지조성, 산약초 및 산양삼 재배단지,

고로쇠수액, 잣 종실 채취,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차나

표 6. 산림경영대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그룹 간 인식차이.

문제점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p

홍보부족
근무
연수

-10 30 3.53 1.074 49.02

6.656* .03611-25 26 2.85 1.008 33.37

26- 26 3.19 1.167 40.96

사유림대리경영
제도와 유사성

근무
연수

-10 30 3.73 1.112 44.17

7.114* .02911-25 26 3.92 .977 48.04

26- 26 3.23 .951 31.88

직책

A 20 3.2 .834 31.05

8.551* .014B 20 3.45 1.05 37.53

C 42 3.93 1.068 48.37

주) *유의수준; p<0.05

표 7. 지방산림청별 공동산림사업 협약 실적.

구분
지방산림청별 협약 실적 

협약년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합계

협약건수(건)
4 6 1 2 1 14 2007

11 3 1 4 1 20 2008

협약면적(m2)
207,921 300,720 55,818 1,310,885 30,000 1,905,344 2007

92,564 3,433,529 9,097 1,092,764 2,100 4,630,054 2008

협약사업별 
면적
(m2)

산림문화휴양체험장
274,546 1,310,000 1,584,546 2007

12,026 208,765 101,564 322,355 2008

산림소득개발사업
30,000 30,000 2007

3,208,764 990,000 4,198,764 2008

산림생태계복원사업
207,921 26,174 55,818 885 290,798 2007

80,538 16,000 9,097 1,200 2,100 108,935 2008

협약자별 
면적 
(m2)

산림조합
160,000 30,000 190,000 2007

208,765 215,000 423,765 2008

광해방지사업단
207,921 26,174 55,818 885 290,798 2007

80,538 16,000 9,097 1,200 2,100 108,935 2008

지자체(시,군)
114,546 1,310,000 1,424,546 2007

12,026 3,208,764 876,564 4,097,354 2008

주) 서부; 휴양과 소득사업(지자체와 조합)으로 협약한 1건(417,529)에 대해서는 1/2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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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복원 및 닥나무 집약생산단지 조성 등 이다. 공동산림

사업의 주 이용자는 전체 협약면적의 약 84%인 552 ha의

협약실적을 보인 시·군의 지자체였다. 차나무 자생지복

원 및 증식, 천연염색수종(황벽나무 외)식재를 통해 산림

소득 개발을 위해 협약한 산림조합은 61 ha의 실적을 보

였으며, 폐석유실방지, 수질개선사업, 산림복구사업, 광물

찌꺼기 유실방지의 목적으로 협약한 광해방지사업단의 실

적은 40 ha를 차지하였다. 2007년의 협약건수는 14건 191

ha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협약건수는 142% 증가를 보인

20건, 협약면적은 463 ha로 243%의 증가를 보였다. 

공동산림사업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원인 9개 문

항6)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제점에 대한 의식

수준의 평균은 3.42점(3.69점부터 3.15점으로 차이를 보임)

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점 가운데 참여자의 수익보장에 대

한 한계성(3.69점), 사업종료 후의 사후관리 방안의 부재

(3.65점)에 대한 항목을 가장 높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공동산림사업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있어서 직책별, 근무

지별, 근무연수 그룹 간 차이를 파악하고자 일원배치분산

분석(One-way ANOVA)으로 살펴본 결과, 신규제도 도입

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에 대한 문제점 정도에 대해 근무

지 그룹에서 0.05 유의수준(0.04)을 보였다. 

문제점 가운데 상기의 2개 요인을 담당자들이 활성화되

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한 배경에는 공동산림사업 제

도의 사업방식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은 토

지(국유림 무상사용)를 제공하고, 상대자는 자본·노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부채납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운영권을 부여하되 주요사업 결정시 협

의토록 하고 있고 이익분배는 사업수익의 10%를 산림청

에 납부(분수림 제도와 유사)하여야 하며, 국유림 평가액

을 출자지분으로 환산하여 수익배당(주식회사와 유사)토

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와 같은 규정들은 수

요자 중심 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규정, 적극적인 공동산

림사업을 조장하는 요인보다는 소극적 요인으로 인지되

는 부분으로 보다 적극적인 공동산림사업 제도를 유도하

기 위해서는 산림소득개발사업, 산림교육사업, 산림휴양

사업 등 공익성은 크나 시장성이 적은 산림정책사업에 대

해서는 설계·시설 건설·운영·유지관리 등을 일체적

으로 맡기되, 국가(행정)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보

장하는(보조금, 융자, 이용료) 체계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국민의숲 제도의 문제점 정도 

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숲 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육

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휴양의 공간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국유림 중에서

국민의 숲7)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숲 제도는 2003년 8월 ‘국민참여형 국유림관리

방안 기본계획’을 수립, 5개 지방산림청에서 대상지를 조

사·확정(2003. 9~12)하여 2004.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인

터넷을 통하여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였다. 표 8은 2004

년부터 2008년까지의 총 142건의 국민의 숲 협약실적을

분석한 결과이다. 국민의 숲(자연휴양림관리소 실적 포함)

협약면적은 약 11,858 ha로서 가장 많은 협약실적을 보인

곳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로 전체 협약면적의 약 27%

인 3,219 ha를 차지하였다(협약건수 31건). 유형별 실적은

표 8. 지방산림청별 국민의 숲 협약 실적.

구분
지방산림청별 협약 실적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휴양림 합계

유형별
협약건수

단체의 숲 11 12 3 19 9 1 55

체험의 숲 6 4 16 9 6 28 69

레포츠 숲 6 2 2 5 1 2 18

계 23 18 21 33 16 31 142

유형별
협약면적 (ha)

단체의 숲 435 106 175 731 70 10 1,527

체험의 숲 433 263 2,466 443 26 1,371 5,002

레포츠 숲 2,239 136 131 978 7 1,838 5,329

계 3,107 505 2,772 2,152 103 3,219 11,858

6)공동산림사업제도의 문제점으로 참여자의 수익보장에 대한 한계성, 사업종료 후의 사후관리 방안의 부재, 참여자의 투자의

지 부족(3.61), 사업별 수익배분 방식의 형평성 문제(3.38), 공동산림사업제도에 대한 홍보부족(3.33), 참여자에 대한 세제 혜

택의 부재(3.33),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3.31), 전용협의, 산림형질변경 등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3.30), 기존제

도(복합경영사업, 사회환원의 숲)와의 유사성(3.15)을 제시하였다.
7)국민의 숲 이용에는 학교, 기관, 기업, 단체, 동호회 등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단체의 숲과 개인, 가족 등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숲, 산악자전거, 패러

글라이딩, 오리엔티어링, 산악스키 등에 적합한 국유림을 일정 조건하에 동호인들이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한 산

림레포츠의 숲, 공익법인, 정부투자기관 등이 지정된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을 조성하여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

회환원의 숲으로 4가지 타입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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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츠의 숲(44.9%), 체험의 숲(42.2%), 단체의 숲(12.9%)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환원의 숲에 대한 실적은 없

다. 레포츠의 숲은 주로 MTB동호회, 육상연합회, 페러글

라이딩, 마라톤협회, 승마협회, 산악연맹 등과 협약을 체

결하여 국유림이 레포츠 활동장소 제공에 큰 역활을 담당

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체험의 숲은 주로 병설유치원, 어

린이집, 양묘사업소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의 숲은

(주)국순당, 경찰서, 분재협회, 숲 해설가협회, 주민자치회,

더덕작목반, 생명의 숲, 우체국, 재향군인회, 풀무원, 철도

시설공단, (주)리조트, (주)세멘트, 양봉협회, 은행, 산림조

합, (주)건설 등 다양한 단체와 협약을 체결, 숲을 가꾸는

사업보다는 주로 구성원들에게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민의

숲 참여 연인원은 923,005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자연휴양림을 활용한 인원이 전체 이용인원 가운데 34.6%

인 319,317명으로 연도별 참여인원의 실적은 표 9와 같다. 

국민의숲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원인 7개 문항8)

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제점에 대한 의식수준

의 평균은 3.27점(3.9점부터 2.72점으로 차이를 보임)으로

나타났는데 참여자의 참여·투자 의지 부족(3.9점), 참여

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인책 부족(세제혜택 등)(3.74점), 사

고(참여자 부상 등) 및 재해(산불 등)발생에 따른 위험 부

담(3.28점)의 순으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응답자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던 배경에는 국민의숲 제도

에 대한 규제중심의 규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협약자에 대한 규정으로 국민의 숲에 대한 의무사

항(산림보호 : 산지정화 및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전반, 협

약(승인)조건의 철저 이행, 년 1회 이상 협약(승인)에서 정

한 사업내용 참여·이행, 교육·홍보 : 비참가자를 대상

으로 하는 산림 교육·홍보활동)을 정하고 있어, 이러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협약실적 체결에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협약자들에게 부담으로 인식

되고 있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자들이 효율적으로

국민의숲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성을 감안하여 탄

표 9. 지방산림청별 국민의 숲 연도별 참여 인원 실적.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총 계 (명) 1,940 10,023 84,061 354,060 472,921 923,005

동부

단체의 숲 1,121 99 138 801 548 2,707

체험의 숲 365 0 47 8,717 16,932 26,061

레포츠의 숲 0 70 175 5,090 9,289 14,624

합계 1,486 169 360 14,608 26,769 43,392

서부

단체의 숲 100 1,189 906 4,145 2,633 8,973

체험의 숲 37 41 1,167 15,491 29,054 45,790

레포츠의 숲 135 150 250 80 457 1,072

합계 272 1,380 2,323 19,716 32,144 55,835

남부

단체의 숲 52 3,290 2,496 3,397 3,765 13,000

체험의 숲 3 3,803 36,059 122,647 71,685 234,197

레포츠의 숲 0 0 0 0 4728 4,728

합계 55 7,093 38,555 126,044 80,178 251,925

북부

단체의 숲 21 681 1,255 10,091 63,593 75,641

체험의 숲 66 257 1,893 33,291 53,289 88,796

레포츠의 숲 34 144 1,197 5,220 7,152 13,747

합계 121 1,082 4,345 48,602 124,034 178,184

중부

단체의 숲 0 259 434 21,697 16,701 39,091

체험의 숲 6 10 53 8,925 15,560 24,554

레포츠의 숲 0 30 477 7,000 3,200 10,707

합계 6 299 964 37,622 35,461 74,352

휴양림

단체의 숲 0 0 198 170 5,661 6,029

체험의 숲 0 0 37,256 107,258 161,609 306,123

레포츠의 숲 0 0 60 40 7,065 7,165

합계 0 0 37,514 107,468 174,335 319,317

8)국민의숲 제도의 문제점으로 참여자의 참여·투자 의지 부족,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인책 부족(세제혜택 등), 사고(참

여자 부상 등) 및 재해(산불 등)발생에 따른 위험 부담, 국민의 숲에 대한 홍보부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

(3.27), 기존제도(공동산림사업제도)와의 부분적 유사성(2.73),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2.72)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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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4)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국유림 경영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15개 요인에 대한 중요 정도를 파악한

결과, 중요도 요인에 대한 평균은 3.85점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국유림경영제도는 국유림 활용에 있어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5개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참여기회 및 범위

의 확대(4.19), 의사결정자의 업무추진 의지(3.99), 대상 산

림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파악(3.96), 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업무 이해도 및 적극성(3.93)의 순으로 반응하였다. 제도의

행정절차 간소화(3.70),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 해

소 및 참여자의 제도에 대한 정보수집의 용이성(3.68)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반면, 국유림 경

영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15개 요인에 대한 현재 만족정도

를 파악한 결과, 만족도 평균은 3.19점으로 중요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요인 가운데 가장 높은 만족도는 의사

결정자의 업무추진 의지(3.54), 대상 산림의 선정과 관련한

정보파악(3.49), 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업무 이해도 및 적

극성(3.2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기회 및 범위의 확대

(2.81), 제도참여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혜택(2.80),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2.73) 항목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표 10). 즉, 참여 기회 및 범위의 확대 요인에 대해

서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업무에 있어

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 넓은 참

여범위를 통해 국유림 경영제도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는 뜻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유림 경영제도를 추진하는 그룹들이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중요도와 이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IP분석법

으로 분석하여 국유림경영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중요도와 만족도(현재 상태)를 평가하기 위

해 전혀 중요치 않음(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5점), 매우 부

족하다(1점)부터 매우 충족하다(5점)까지 선택하는 5점 척

도법을 사용하였다. 국유림 경영제도의 중요도와 만족도

요인에 대한 실행격자를 분석한 결과, 1)의사결정자의 업

무추진의지, 2)새로운 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정보제공, 3)

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업무 이해도 및 적극성, 4)대상 산림

의 선정과 관련한 정보파악, 13)기존제도와의 차별성 확

보라는 5개 속성은 I사면(Keep Up Good Work)에 위치하

였다. 여기에 속한 속성들은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고 현재 이들 속성들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평가되

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속성들은 계속 노력보다는 현재의

관리 수준을 유지시키고 최우선적인 투자와 관리가 요구

됨을 의미한다. II사면(Concentrate Here)의 우선시정 필요

속성들은 9)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정도, 10)참여 기회

및 범위의 확대이라는 2개 속성이 해당되었다. 이 범위에

속한 속성들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경영, 관리 측

면에서 적절하게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우선

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는 속성이다. III사면

(Low Priority) 속성은 낮은 중요도와 낮은 성취도 값을 부

여하고 있어 중요하지도 만족하지도 않는 속성이다. 즉 현

시점에서 우선 고려사항이 아닌 속성이라 하겠다. III사면

에 보인 항목은 6)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규정 마련, 7)제

도참여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혜택정도, 8)이해관계자의

제도참여의사, 11)산림관리 및 보호에 대한 책임 부여, 12)

제도의 행정절차 간소화, 15)참여자의 제도에 대한 정보

수집의 용이성(인터넷 등)의 6개 속성으로 나타났다. IV

사분면(Possible Overkill)은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

은 것으로서 관리자의 자원 투입 자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표 10.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사면 중요도 및 만족도 항목 중요도(3.85) 만족도(3.19) 

I사면

 1. 의사결정자의 업무추진의지 3.99 3.54

 2.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정보제공 3.89 3.26

 3. 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업무이해도 및 적극성 3.93 3.27

 4. 대상 산림의 선정과 관련한 정보파악 3.96 3.49

13.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확보 3.89 3.32

II사면
 9.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정도 3.91 2.73

10. 참여 기회 및 범위의 확대 4.19 2.81

III사면

 6.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규정 마련 3.78 2.84

 7. 제도참여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혜택정도 3.74 2.80

 8. 이해관계자의 제도참여의사 3.84 2.83

11. 산림관리 및 보호에 대한 책임 부여 3.75 3.04

12. 제도의 행정절차 간소화 3.70 3.16

15. 참여자의 제도에 대한 정보수집의 용이성(인터넷 등) 3.68 3.10

IV사면
 5. 국유림 경영 목표와의 정합성 유지 3.72 3.22

14.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 해소 3.68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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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유림 경영 목표와의 정합성 유지, 14)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 해소라는 2개 항목이 해당하였다. 이러한

I-P 분석 결과들은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운영,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적 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만족도 척도의 요인분석

국유림 관련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15개의 측

정도구(요인)의 차원을 도출하기 위해 요인의 수를 고유

값 1.0 이상인 요인을 기준으로 배리맥스 회전법을 통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1). 전체 표본적합도(KMO)

값이 0.81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χ2의 값이 776.431

(p<.001)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어 변수들은 서로 독립

적이지 않고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추출된 요인들의 특성과 내용

을 고려하여 ‘성분1’, ‘성분2’, ‘성분3’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분산설명력은 26.672%(성분1), 22.232%(성분2),

18.781%(성분3)로 총 67.696%의 분산설명력을 나타났다.

각 요인의 내적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cronbach’s alpah

계수는 0.859(성분1), 0.889(성분2), 0.800(성분3)으로 3개

의 성분은 모두 높은 신뢰도(KMO>0.8일 경우는 GOOD)

를 보였다. 

요약 및 결론 

최근, 국제적으로 국유림 경영은 국가 주도의 경영방식

을 탈피하여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경영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국내 국유림과 관련한 환

경변화와 국민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

유림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다자참여 방

안을 강구함으로서 국유림 경영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

시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국유림 제도 가운데에서도 2004

년부터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다자참여가 가능한 산림

경영대행제도, 공동산림사업, 국민의숲 제도에 대한 운용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 문제점 파악

과 경영제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요인 및 만족요인을 도출함으로서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제언하고자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산림청, 5개 지방산림청을 방문하여 최근의 실적을 조사

하였고, 설문조사는 제도의 업무담당자인 5개 지방산림청

(청장, 과장, 업무담당자로 구분), 27개 국유림관리소(소장,

팀장, 업무담당자로 구분) 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국유림 경영제도에 있어서도 2005년「국

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 국가 주도의 경

영방식을 탈피한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국유림을 산림교육·휴양·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

해 다자참여 방식의 새로운 산림경영대행 제도, 공동산림

사업 제도, 국민의숲 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업무의 중요도는 국민의 숲 3.53

점, 공동산림사업제도에 대해서는 3.49점, 실적이 거의 없

는 산림경영대행제도는 2.63점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

표 11. 만족도 척도의 요인분석.

요인  만족도문항 요인적재량 고유값 분산설명 Cronbach's alpha

성분1

 9.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정도 0.802

4.001 26.672 0.859

10. 참여 기회 및 범위의 확대 0.797

15. 참여자의 제도에 대한 정보수집의 용이성(인터넷 등) 0.703

 8. 이해관계자의 제도 참여 의사 0.684

 6. 협약 종료후 사후관리 규정 마련 0.623

성분2

 3. 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업무이해도 및 적극성 0.786

3.335 22.232 0.889

 2.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정보제공 등 0.749

 4. 대상 산림의 선정과 관련한 정보파악 0.619

11. 산림관리 및 보호에 대한 책임 부여 0.609

 7. 제도 참여에 따른 이해 관계자의 혜택정도 0.605

 5. 국유림 경영 목표와의 정합성 유지 0.593

성분3

13.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확보 0.750

2.817 18.781 0.800
12. 제도의 행정 절차 간소화 0.728

 1. 의사결정자의 업무추진의지 0.713

14.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 해소 0.603

누적분산설명=67.69% Bartlett의 구형성 근사 카이제곱 검정 
=776.431(p=0.0<0.001)

·
KMO=0.810

KMO> 0.8 : GOOD, KMO> 0.5 : 최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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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 담당자들은 국유림 경영제도의 협약실적에 따라 그

중요 정도를 달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007년과 2008년에 있어서 공동산림사업 협약실적은

654 ha이며, 서부지방산림청이 가장 많은 57% 협약실적

을 보였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협약사업은 산림소득개

발 사업으로 전체 협약면적의 약 65%를 차지하였으며, 주

로 임간 산채채취 체험단지조성, 산약초 및 산양삼 재배단

지, 고로쇠수액, 잣 종실 채취, 표고버섯재배단지 조성, 차

나무 복원 및 닥나무 집약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협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주 이용자는 전체 협약면적의 약 84%

를 차지한 시·군 지자체였으며, 일부 산림조합, 광해방

지사업단이 이용하였다. 

3.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국민의 숲 협약면적은 약

11,858 ha으로 가장 많은 협약실적은 약 27%를 차지한 국

립자연휴양림관리소였다. 유형별로는 레포츠의 숲 협약이

가장 많은 44.9%를 차지하여 국유림이 레포츠 활동장소

제공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체험의 숲은 다양한 단

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숲을 가꾸는 사업보다는 주로 구

성원들이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민의 숲 참여 누계인원은 923,005명으로 매년 사용

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대부분 숲 체험에 참여하

고 있다. 

4. 산림경영대행제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해

당 대상자의 참여 의지 부족(4.13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사유림 대리경영제도는 수수료가 없는 제도임에 반해 산

림경영대행제도는 해당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타부

처 국유림 및 공유림)에게 경영대행수수료, 산림사업비 비

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은 산림

경영대행제도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

동산림사업 제도에서는 참여자의 수익보장에 대한 한계

성(3.69)을 지적하였고, 국민의숲 제도에서는 참여자의 참

여·투자 의지 부족(3.90)요인을 지적하였다. 

5.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중요도 평균은 3.85점, 만족도 평균은 3.19점으로 중

요도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

한 IP분석을 실시한 결과, I사면(현 상태 지속적 유지관리)

은 5개요인(의사결정자의 업무추진 의지 외), II사면(최우

선적 투자와 관리)은 2개 요인(참여기회 및 범위확대 외),

III사분면(현시점에서 고려 대상이 아님)으로 6개요인(협

약 종료 후 사후관리 규정 마련 외), IV사면(자원투입자제

가 요구됨)으로 2개 요인(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

해소 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I-P 분석 결과들은 국유

림 경영제도에 대한 운영,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추진함

에 있어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자참여에 의한 국유

림 경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산림경영대행 제도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유림

의 대리경영 보조분을 경영대행 계약 체결 시, 우선 배정

토록 함으로서 경영대행제도 추진 시 부담하는 사업비 부

담을 없애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국유림에

연접하는 사유림 중에 시업지장을 받고 있는 산림에 대해

[(예를 들어 1순위(백두대간 보호대상 사유림 및 연접 사

유림), 2순위(5대강 수원함양 보안림 연접 사유림), 3순위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등 연접 사유림) 등으로 구분)] 경

영대행 우선순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공익적 서비

스를 제공함에 대한 대가지불 형식으로 국가예산을 편성

하여 무료로 경영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현실

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유림 경영제도를 활성

화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둘째, 공동산림사업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익분배 방식으로 국유림 토지를 공시지가로 환산,

출자액으로 산정하여 분배하는 방법 보다는 국유림을 사

업용지로 공급하되 용지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채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불요존 국유림

(잡종재산)과 요존국유림(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 구분하

고 대부와 사용허가에 대한 대부료 징수방식을 검토하여

야 할 것이다. 특히, 공동산림사업을 영리용과 비영리용

(연구사업, 생태계보전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비영리사업

은 지가의 일정비율로 적정하게 징수하거나 무상으로 하

는 방식을 적용하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일정 수익 발

생 시, 차등 분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공익성으로 한정된 공동사업 수행자 대상을 민간사

업자(특정목적회사)에게도 확대(개방)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며, 공공성이 높아 수익이 낮은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

시설 건설·운영·유지관리 등을 일체적으로 맡기되, 국

가(행정)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보장하는(보조금,

융자, 이용료)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민간이 공공시설

을 건설하고,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을 획득하며, 정부로

부터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 임대

형 민자사업(Build-Transfer-Lease, BTL)을 공동산림사업

에 적용하는 것도 활성화의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다자참여 국유림 경영방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참여 대상자의 참여 의사와 능동적인 행동 실행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국민적 숲 사랑 운

동 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

재 관주도의 운용 방식은 담당자의 업무부담, 책임 소재,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다자참여 활성화에 대한 의지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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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적 위주의 운용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자참여 활

동 지원 전문기관(중개기관, 예: 국유림 경영제도 지원

재단)을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다자참여에 의한 국유림 경

영(활용)을 대행토록 하는것도 하나의 활성화 대안으로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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