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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유림 경영제도(공동산림사업 및 국민의 숲 제도)에 대한 수요자의 인지정도 및 참여의사, 제도

에 대한 중요성 정도, 제도 참여에 대한 원하는 수혜, 국유림 역할에 대한 중요도, 제도의 목적달성도 등 변수 측정

을 통해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수요자의 의식 차이를 규명하고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

사대상은 국유림 경영제도의 수요자인 제도 미참여 환경단체(158, A Type), 제도 참여 환경단체(181, B Type), 사회

공헌활동 관련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기업(169, C Type), 지자체(249, D Type)의 4 Type으로 분류하였다. 조사 결과,

C Type의 62.7%는 제도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냈고, 참여 희망분야는 나무심기와 숲 가꾸기(56.2%) 등 직접 참여를

선호하였다. 참여 의사가 없는 37.3%는 산림을 활용한 사회공헌보다는 타 분야 사회공헌활동의 이점이 더 크기 때

문(72.2%)에 국유림 활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단, 다양한 국유림 관련 시설(사원 연수 등)이나 산림

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제공된다면 산림을 활용한 사회적 참여를 고려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A Type의

61%는 국유림 경영제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주요인으로 참여장소의 확보

문제, 현지 참여에 대한 번거로움을 제시하였고, D Type은 국민의 숲 제도(3.69)의 산림휴양·교육·문화시설(4.15),

산림레포츠의 숲(3.90) 참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기/강원권 지자체에서는 체험의 숲을, 전라/충청권 및 경

상권 지자체에서는 산림레포츠 숲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의사를 반

영하는 국유림 경영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참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요건의 정비, 기업의 사회공헌요구에

의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담 비정부 전문기관의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nsciousness of demander on Na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 and to seek for solution to activate it by measuring the variables such as the extent of goal

achievement on the system, the extent of importance on function of national forest, benefit for participation of

the system, and the extent of importance on the system as well as the extent of demander recognition and

intention of participation on the system like, Cooperative Forest Program and People's Forest Program. The

target of this investigation is to categorize consumers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 (NFMS) into four

types such as environmental organization that do not participate in the system, environmental organization that

participate in the team, company to publish a white paper on environmental and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the intention of participation was showed in C Type (62.7%), among fields that respondents interested in

participation were tree planting and forest tending (56.2%). However, the rest of the participants were reluctant

participate in the NFMS due to more benefit (72.2%)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rom other fields than

those from the field utilizing forestry. If only, diverse facilities related to national forest and active supporting

policy are provided by Korea Forest Service, social participation using forest resources would be considered.

Although 61% among A Type recognized NFMS in advance, the prime reason for not utilizing are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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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eserving place for participates in and the inconvenience to participate in on-site. Type D shows slightly

high interest in People's Forest Program (3.69). Also, it shows high interest in Forest Recreation (4.15) and

Forest Reports (3.90). Particularly, it indicates that GyeongGi-Do and GangWon-Do local government prefers

Forest Experience, and Cheolla, ChungCheong and GyeongSang local government prefer Forest Reports. Based

on the above study, we finally suggest that legal alignment of the system, and the provision of incentive for

inducement of voluntary participation b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establishment of new

exclusiv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be able to operate the system as the solution to activate NFMS in terms

of the consumer.

Key words : na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NFM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cooperative forest pro-

gram, forest leports, forest experience, people's forest program

서 론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산림경영의 패러다임 변

화와 국유림에 대한 국민인식의 전환, 국유림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라는 다양한 요인들은 목재 생산·이용 중

심에서 산림의 다양한 기능발휘와 산림생태계 보호 및 후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생태계와 종 다양성 보전, 국가

수요의 목재비축기지, 맑은 물 공급, 산림휴양서비스 제

공, 국유림의 사회적 수요,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

할이라고 하는 국유림의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2004~2005

년부터 산림경영대행제도, 공동산림사업제도, 국민의 숲

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산림청, 2008).

우리나라와 임업환경에 다소나마 비슷한 조건을 가진

일본의 경우, 산림면적의 3할을 점유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해 토사붕괴의 방지, 홍수의 완화, 이산화탄소 흡수 등

에 의한 지구온난화방지 등 국민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는 없어서는 안 될 국민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국유림의 역할에 부응하고자 임야청은

2008년 12월 국유임야 관리경영의 기본방침인 국유임야

의 관리경영에 관한 기본계획(제171회 국회(常會)제출, 2008)

을 새로이 책정하고 국민의 삼림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국유림 관리경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국은 1960년대 초, 자연자원 보전에 대한 국가적 관

심 고조로 대규모 목재벌채에 대한 논쟁이 야기되자 다목

적이용-보속수확법(Multiple-Use Sustained-Yield Act)을

제정, 국유림 경영에 있어 기존의 목재생산 이외에 야생

동물, 목초, 물 및 야외휴양 등 산림서비스 제공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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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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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국제적으로 국유림 경영은 국가 주도의 경영방

식을 탈피하면서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경영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 국내 국유림

과 관련된 환경변화와 국민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다자참여 방안을 강구

함으로서 국유림의 경영활성화에 일익이 될수 있는 연구

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국유림경영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

시하고자 제도의 실행자인 공급자 측면과 수혜자인 수

요자 측면에서 접근하여, 2008년에는 제도의 공급자 측

면인 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식정도1)에 대해 연구를 수행

그 결과를 제시한데 이어서 제도의 수혜자인 수요자 측

면(기업, 지자체, 환경단체) 관점에서 국유림경영제도에

대한 인지정도, 제도에 대한 참여의향, 국유림 경영제도

에 대한 중요성 및 혜택 등에 대한 수요자 인식정도를

규명하고 국유림 경영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국유림 경영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 및 기업, 환

경단체들은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제도에 대한 수요

자 그룹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행하였다. A

Type은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국유림경영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158개 환경단체(환경부에 등록된 단체 중 무작

위 추출법에 의해 설문 배부), B Type은 국유림경영제도

참여 그룹으로서 181 환경단체(국유림경영제도 참여 그룹

의 전수조사), C Type은 169개 사회적 책임 기업(환경백서

를 발간하고 있는 사회공헌 관련 기업의 전수조사), D Type

은 249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엔 구청을 포

함하였으며 그 외 시·군의 경우엔 산림관련부서에 설문

을 송부하여 단체장과 협의 한 후 설문토록 조건을 주지

함)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757부의 설문 배부에 대한

설문회수율 32%인 242부(결측치 37부 제외)를 회수(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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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통계에 사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9년 6월부터 10

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내용 

규명하고자 한 연구의 내용은 첫째, 국유림경영제도 대

한 수요자의 인지정도 및 참여의사, 둘째 제도에 대한 중

요성 정도, 셋째 제도 참여에 대한 원하는 수혜, 넷째 국

유림 역할에 대한 중요도, 다섯째 제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 여섯째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도, 일곱

째 제도에 대한 4개 Type의 의식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설문은 Likert의 5점 척도, 체크식, 기입방식을 채택하

여 각 항목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였다. 자료분석은 항목

에 따라 빈도분석(Frequency)을 기본으로 각 요인에 대한

설문문항의 구성타당도 및 내적일괄성을 조사하기 위해

신뢰도분석(Cronbach's alpha)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국

유림 역할의 중요정도 요인에 대한 그룹 간 관계를 검증

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

하였으며, 국유림 경영제도(공동산림사업제도, 국민의 숲

)에 대한 문제점은 그룹 간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 검정

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 및 분석방법에 대한 요약은

표 2와 같다.

결과 및 고찰

1. 수요자 그룹의 사회학적 특성

국유림경영제도에 대한 실제 수요자인 단체와 기업은

회원(사원)수 및 설립의 목적에 따라 수요방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를 규명하기 위해 회원수 및 설립목적을

살펴보았다. 41개 단체의 A Type은 1,000명이상 회원수가

58.6%에 해당하는 24개소로 나타났으며, 100명이하의 회

원수 단체는 1개소에 불과하였다. B Type의 회원수는 A

Type과 달리 52개 단체 가운데 58.8%에 해당하는 30개소

에서 100명이하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301-1,000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는 2

개소에 불과하였다.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사회공헌

관련 기업인 C Type의 사원수 분포는 A Type과 동일한

규모로 52개 기업 가운데 1,000명이상의 회원수를 보유하

고 기업은 58.8%에 해당하는 41개소로 나타났으며 100명

이하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개소에 불과하였

다. A, B, C Type의 전체 회원수 분포를 살펴보면 1,000

명이상이 74개소(54.4%), 100명이하 32개소(23.5%), 501-

1,000명까지 12개소(8.8%), 101-300명까지 10개소(7.4%),

301-500명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는 8개소(5.9%)로 분류되

었다. 

국유림경영제도 미참여 환경단체인 A Type에 대한 설

립목적을 7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단체의 성격을 파악한

결과, 환경관련(교육, 보전, 보호, 연구, 운동 등을 중점으

로 활동) 단체가 가장 많은 21개 그룹(51.2%)으로 나타났

으며, 제도 참여 그룹인 B Type에서는 교육관련(숲 교육,

유아, 초등, 학습 등을 중점으로 활동) 단체가 14개 그룹

(29.9%)으로 나타났다. B Type에서 교육관련 그룹이 많았

던 이유는 국유림경영제도 참여 그룹 가운데 주로 체험의

표 1.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설문 회수율.

 구분

환경단체
기 업

(C Type)
지 자 체
(D Type) 합계미참여단체

(A Type)
참여단체
(B Type)

배부 수 158 181 169 249 757

회수 41 52 52 97 242

결측 23 4 9 1 37

응답률(%) 25.9 28.7 30.8 39.0 32.0

표 2. 설문지 구성 및 분석방법.

설문 구성
Type 및 문항

척도 분석방법
A B C D

국유림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 √ √ √ √ Likert 5점
One-way ANOVA
 (Post hoc-Scheffe)

국유림 경영제도 인지여부 √

체크기입 Frequency국유림 경영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국유림 경영제도에 참여 시, 기대 √

국유림 경영제도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참여정도 √ √ Likert 5점 M, SE

국유림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의사 √

체크기입
Frequency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경우 참여 방법 및 분야 √

국유림 경영제도에 참여 시, 받고 싶은 혜택 √ √ √ √ Chi-square test

국유림 경영제도 이외의 새로운 사업 수요 √ √ √ √ 우선순위 Weights One-way ANOVA

국유림 경영제도의 목적 달성정도 √ √ Likert 5점 M, SE Cronbach's alpha

1)국유림경영제도에 대한 내용은 국유림경영제도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한국임학회지, 2009년 9월, 479-

4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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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협약실적2)을 보인 병설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단체로부

터 응답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기인된다. 기업인 C Type

에 대한 주요 업종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기업 활동을

파악한 결과, 제조업 분야는 33.3%에 해당하는 17업체, 써

비스업 분야는 27.5%인 14업체, 금융보험 업체는 21.6%

인 11개 업체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후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 기초시설 사업분야(전

기, 가스, 건설)는 17.6%인 9개 업체에 불과하였다. 24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D Type의 경우, 지역별에 따

른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지역적 인지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강원권 31개, 전라/충청권 34개, 경상권 32개

의 3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수요자 그룹의 국유림 역할에 대한 인지도

국유림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은 과연 어떤 기능이 국유

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요인별 중요 정도를 파

악하였다. 국유림 역할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유림 기능에 대한 요인을 대상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국유림 업무를 직접 관장

하고 있는 공급자 측면의 지방산림청의 업무담당자3)들의

국유림 역할에 대한 반응과 달리 수요자 측면인 4개 Type

의 반응은 탄소흡수원(4.54), 국민의 삶의 질 향상(4.42),

국민의 참여장소(4.24), 지역사회발전에 기여(3.99), 공·

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기능(3.67),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3.54), 공공용 토지의 공급(2.95)의 순으로 공급자 측

면의 그룹과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수요자 측면에서 살펴 본 국유림 역할에 대한 요

인(탄소흡수, 공익기능, 참여장소, 지역발전, 선도역할, 목

재공급, 토지공급)에 대하여 그룹별 인지의 차이가 존재

하는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어느 집단에서 차이를 나타내

는지 확인하기 위해 Scheffe의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발전, 선도역할, 목재공급, 토지공급에 대한

요인에서 4개 그룹은 각기 국유림 역할을 달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이러한 결과는 환경단체이지만 국유림을 활용하는 그

룹과 미활용 그룹간의 인지 차이, 최근 환경문제 및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이슈에 따른 기업 및 지자체에서 국유림

에 대한 인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인지도, 참여의사 및 기대

A Type그룹은 왜 국유림 경영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

는 것인지, 그 이유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지, 그 이유를 파악한 결과, 61%인 25개 단체에서 제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주요인은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참여 장소 확보문제, 현지 참여에 대한 번거로움이

라고 하는 장소적 문제(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단체가 위

치하고 있는 인접된 국유림을 기대하고 있었음)에 53.8%

가 응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룹 가운데 산림에 대한 정

2)체험의 숲은 주로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양묘사업소 등과 협약을 체결. 국유림경영제도에 대한 내용은 국유림경영제도에 대

한 업무담당자의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한국임학회지, 2009년 9월, 479-490) 참조.
3)국민의 삶의 질 향상(4.50), 지역사회발전에 기여(4.25),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기능(4.20),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4.11), 공공용 토지의 공급(3.5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국유림 역할에 대한 그룹별 중요 정도.

구분 A Type B Type C Type D Type 전체 F

탄소흡수원으로서 지구온난화 방지 기여
M 4.53 4.67 4.36 4.58 4.54

2.319
SD 0.76 0.48 0.60 0.61 0.61

산림공익기능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M 4.37 4.57 4.26 4.45 4.42

2.173
SD 0.75 0.57 0.56 0.65 0.64 

나무심기, 휴양, 교육 등 국민들의 참여 장소
M 4.18 4.43 4.22 4.18 4.24

1.584
SD 0.73 0.67 0.59 0.78 0.71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
M 3.68a 4.29b 4.10ab 3.90ab 3.99

4.519**
SD 0.90 0.76 0.71 0.93 0.87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에 중요
M 3.39a 4.06b 3.38ab 3.72ab 3.67

8.487**
SD 0.68 0.68 0.81 0.83 0.80

목재 및 특용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M 3.24a 3.82b 3.39ab 3.58ab 3.54

4.500**
SD 0.88 0.71 0.84 0.81 0.83 

주택, 도로 등 공공용 토지의 공급원
M 2.41a 3.37b 3.16b 2.84ab 2.95

8.187**
SD 1.09 1.09 0.90 0.91 1.02

주) **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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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및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단체 성격상 참여할 수 없는

그룹도 23.1%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단체가 원

할 경우, 국유림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후, 단체가 생

각하는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참여의사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공동산림사업제도(3.06) 보다 국민의 숲 제

도(3.17)에서 다소 높은 반응을 보였다. 가장 높은 참여의

사를 보인 사업은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3.63, 표준

편차 1.18), 체험의 숲(3.48, 표준편차 1.18)에 반응을 보였

다. 또한 제도에 참여하였을 경우, 사회에 대한 단체 이미

지 제고(4.9%)와 회원의 활동장소 확보(9.8%)보다는 지역

사회 환경보전에 대한 공헌(58.5%)과 국민의 산림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22.0%)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 Type과 동일한 방법으로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

한 인지도, 참여의사 및 기대에 대하여 D Type(국유림경

영제도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는 제외)을 조사한 결과 표

4와 같다. D Type 역시, 공동산림사업제도(3.56) 보다는 국

민의 숲 제도(3.69)에 다소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참여의사를 보인 사업으로 공

동산림사업제도의 경우에는 산림휴양·교육·문화시설

(4.15), 국민의 숲 제도에서는 산림레포츠의 숲(3.90)에 높

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국유림경영제도에 대한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강원권, 전라/충청권, 경상권

의 3개 권역으로 구분, 그 참여의사 정도를 규명한 결과,

공동산림사업제도에서는 권역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 산

림휴양·교육·문화시설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숲 제도에서는 경기/강원권

은 체험의 숲, 전라/충청권 및 경상권에서는 산림레포츠

숲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평균 차이

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나 유의수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국유림경영제도에 있어 Type별 인지의 차이, 참여

의사에 따른 기대의 차이, 지자체 권역별 차이에 대한 결

과들은 국유림경영제도를 공급하고 있는 공급자 측면에

서 Type별 전략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로써 활용이 무엇보

다도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국유림경영제도를 직접 관장

하고 있는 지방산림청에서는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4. C Type의 사회공헌 활동과 국유림 활용 

1)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적 기능인 생산을 효

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회성, 공공질서를 지켜 다른 업

체·집단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공공성, 특정한 집단에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을 증대시

키는 공익성 등의 책임이 그것이다. 전통적인 기업의 기

능적 관점에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정

의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

고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요약된다. 다

른 견해에 의하면 ‘CSR은 법이 요구하는 이해관계를 넘

어서는 사회적 선(social good)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최재욱, 2007). 

C Type4)은 현재로서는 국유림 경영제도를 활용하고 있

지 않지만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사회공헌 기업, 즉

사회적 책임에 매우 관심이 높은 기업으로서 산림을 이용

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룹이라 하겠다. 이

에 국유림경영제도 활성화 측면에서 기업의 참여는 무엇

보다도 중요한 산림정책적 이슈로 판단하고 사회공헌활

표 4. D Type의 국유림경영제도 참여분야에 대한 권역별 비교.

국유림 경영제도 참여분야
지자체 권역(Likert 5점 척도)

평균
경기/강원 전라/충청 경상

공동산림사업제도

산림소득개발사업 3.15 3.54 3.38 3.35

산림휴양·교육·문화시설 3.88 4.25 4.33 4.15

산림연구사업 2.92 3.21 3.08 3.07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 사업 3.50 3.75 3.79 3.68

평균 3.36 3.69 3.65 3.56

국민의 숲

단체의 숲 3.08 3.63 3.42 3.36

체험의 숲 3.69 4.00 3.92 3.86

산림레포츠의 숲 3.62 4.04 4.08 3.90

사회환원의 숲 3.35 3.75 3.83 3.64

평균 3.44 3.86 3.81 3.69

4)사회공헌활동 분야를 분류하여 중복응답토록 한 결과, 사회복지분야(20.5%), 교육·학교·학술연구분야(15.7%), 환경분야

(14.6%),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13.8%), 농촌지원(12.6%), 응급 및 재난구호분야(9.4%), 국제구호분야(5.1%)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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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대상으로서 산림(국유림)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였

다. 그 결과, 조사대상 그룹의 62.7%가 참여할 의사를 보

였으며, 참여희망분야는 나무심기와 숲가꾸기(56.2%) 부

분에 관심을 표명하였고, 이외에도 산림환경 교육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참여의사가 없는 그룹 37.3%을

대상으로 산림활용을 고려하지 않은 요인을 조사한 결과

, 산림을 활용한 사회공헌보다는 타 분야 사회공헌활동에

이점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요인에 72.2%가 응답하였다.

그러나 국유림 시설(사원 연수 등)사용에 대한 기회 부여

나 산림분야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산림청 차원에서 적

극적인 홍보 등의 제공이 지원된다면 산림을 활용한 사회

공헌활동에 참여를 고려하겠다는 요인에 78.6%의 높은 반

응을 보였다.

2) 사회공헌활동 참여방법 

국유림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희망하였던 그

룹을 대상으로 활동에 참여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참여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직접적 방법과 간접적 방법으로 분

류)을 파악한 결과, 71.4%가 직접적인 방법으로 국유림에

산림가꾸기 장소를 확보하여 회사가 사원, 가족, 고객과

함께 참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11.9%는 국유림기관

과 협약을 체결하여 회사원이 직접 산림을 가꾸어 보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재정적 지원 및

기관 또는 단체(산림조합 등)를 지정하여 위탁하겠다는 방

법(16.6%)에도 반응을 보였다.

3) 사회공헌활동 참여분야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C Type의 참여하고자 하는 분

야를 조사하고자 국유림 경영제도(공동산림사업 제도와

국민의 숲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제도에 대한 내용 및

산림청에서는 기업이나 단체가 원할 경우, 국유림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국유림 경영제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정보 등을 제공)한 후, 관심을 가

진 사업에 대해 중복체크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

장 참여의사가 높은 사업은 국민의 숲 가운데 단체의 숲

(40.3%), 체험의 숲(21%)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산림사업

가운데 산림휴양·교육·문화시설 사업(14.5%), 산림생

태계 보전 및 복원 사업(11.3%)에 관심을 표명하였지만

산림소득개발 사업이나 산림연구사업 분야에는 관심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요자 그룹의 국유림 경영제도 참여에 대한 혜택과

새로운 수요 

1) 국유림 경영제도 참여에 대한 혜택

국유림경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기초적인 자료

를 제공하고자 국유림 활용의 수요자그룹이라고 생각되

는 4개 Type을 대상으로 국유림 경영제도를 활용하였을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혜택의 정도를 조사

하였다. 그 결과, 국유림 경영제도 미 참여 그룹인 A

Type, C Type그룹에서는 국유림제도 활용에 대한 혜택

으로서 산림공익기능 가치와 CO
2 
감축량 등을 계량화하

여 단체의 사회공헌도(환경공헌도)를 제공해 주는 요인

에 각각 51.3%, 45.7%의 반응을 보인 반면, D Type은

국유림경영제도를 직접 경험한 B Type 그룹과 동일한

국유림 활용과 관련된 기술교육 및 장비를 지원이라고

하는 요인에 각각 36.7%와 47.1%의 응답 차이를 보였

다. 이처럼 참여그룹과 미 참여 그룹 간 결과에 대한 차

이는 국유림 경영제도 활용여부에 따라 혜택의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4개 Type간 동질성

을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그룹 간

희망하는 혜택의 차이가 α=0.01에서 유의한 차이(χ2값

은 27.317)를 보였다(표 5). 

2)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새로운 수요

산림청에서는 2005년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을 제정(산림청, 2009)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기

본원칙 하에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

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표 5. 수요자 그룹의 국유림 경영제도 참여에 대한 혜택.

참여에 따른 혜택 
A Type B Type C Type D Type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국유림제도 활용 대상지에 단체의 홍보간판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

2 5.1 9 18.4 14 30.4 9 12.9

국유림제도 활용에 대한 성과 지표로서 산림공익기능 가치
와 CO

2 
감축량 등을 계량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단체의 사회

공헌도(환경공헌도)를 제공

20 51.3 17 34.7 21 45.7 21 30.0

국유림 활용과 관련한 기술교육 및 장비를 지원 15 38.5 18 36.7 4 8.7 33 47.1

위험에 대한 보험지원, 산림청 증명마크 인증 2 5.1 5 10.2 7 15.2 7 10.0

합 계 39 100 49 100 46 100 70 100

χ² 27.317**

주) **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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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산림사업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국민들이 숲 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산

림문화·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국유림 중에 국민의 숲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관 주도의 국유림 경영에서 다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유림 경영제

도 사업 이외, 수요자 그룹에서 희망하고 있는 새로운 사

업을 발굴하고자 각 그룹에서 참여하고 싶은 활동 가운

데 3개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여 1위 항

목은 3점, 2위 항목은 2점, 3위 항목은 1점을 부과, 점수

화하였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4개 Type의 수요자

그룹에서는 기존사업 이외 산림환경교육(숲속 유치원,

숲속 학교 등) 사업에 가장 높은(400점) 수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산림치유(숲을 이용한

건강증진 등) 활동사업(380점), 생물다양성 보전(희귀동

식물 보전 등) 활동(247점)에 대한 수요에도 관심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수요는 산

림 내에서 에코 모험활동, 기능성 및 신 물질 탐색과 개

발활동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로운 사업의 수요에 대한 그룹 간 차이는 있는

것일까? 이를 파악하고자 1순위 항목만을 대상으로 Type

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환경단체그룹인 A Type, B Type

그룹은 산림환경교육(숲속 유치원, 숲속 학교 등) 활동,

C Type과 D Type그룹에서는 산림치유(숲을 이용한 건

강증진 등) 활동이라는 수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단체의 성격에 따른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 한 C Type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결과, 산림치유(숲

을 이용한 건강증진 등) 활동, 산림환경교육(숲속 유치

원, 숲속 학교 등) 활동, 탄소저감 활동(탄소순환마을 조

성 등) 이라는 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C Type을 4개의 주요 업종별로 분

류하여 파악한 결과, 모든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종에 따라 관심의 제 1순위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탄소저감 활

동(탄소순환마을 조성 등)분야를, 기초시설사업분야 및

금융분야에서는 산림치유(숲을 이용한 건강증진 등) 활

동 분야,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산림환경교육분야에 새

로운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원배치분

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업종별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D Type을 3개 주요

권역별로 구분하여 수요 조사한 결과, 3개 권역 모두 1

순위로 산림치유(숲을 이용한 건강증진 등) 활동을, 제2

순위에는 산림환경교육(숲속 유치원, 숲속 학교 등) 활

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원배치분산

분석에 의한 수요의 권역별 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표 6. 국유림 경영제도 사업이외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수요.

항목 A Type B Type C Type D Type 합계

생물다양성 보전(희귀동식물 보전 등) 활동 106 54 45 42 247

산림치유(숲을 이용한 건강증진 등) 활동 57 74 68 181 380

산림환경교육(숲속 유치원, 숲속 학교 등) 활동 105 105 66 124 400

탄소저감 활동(탄소순환마을 조성 등) 39 29 60 67 195

에코 모험활동(나무타기 등) 5 16 20 24 65

산림문화 발굴 및 보존 활동 30 14 26 43 113

기능성 및 신 물질 탐색과 개발활동 0 8 3 77 88

표 7. 수요자 그룹의 국유림 경영제도 목적 달성에 대한 인식.

국유림 경영제도의 목적 
B Type D Type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공동산림
사업제도

지역사회의 발전 및 주민 소득 증대 3.33 0.98 3.31 1.13 0.095

효율적인 산림사업의 추진 3.63 1.01 3.49 0.93 0.851

민간투자 유치와 산림의 공공성 강화 3.35 0.95 3.38 0.91 0.223

국유림 수입의 증대 3.08 0.95 2.88 0.90 1.270

국민의 숲
제도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휴양 공간 제공 4.29 0.80 4.19 0.81 0.743

국민들의 국유림 활용 기회 제공 4.02 0.85 3.86 0.92 1.058

국유림 보호·육성 참여 인식의 제고 3.96 0.74 3.65 0.89 2.282**

기업의 사회적 공헌 실현 향상 3.56 0.80 3.22 1.01 2.101*

주) * : p <0.05, **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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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요자 그룹의 국유림 경영제도 목적 달성에 대한 인식

1) 목적달성도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경영제도(공동산림사업제도, 국민

의 숲 제도)에 대한 사업성격(목적)을 업무관련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국유림 경영제도에 직접 참여한 B Type과

다양한 국유림 관련 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D Type

그룹을 대상으로 제도가 가지는 목적 달성도를 2008년에

조사한 국유림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공급자 측면의

지방산림청 업무담당자 그룹과 비교 분석하였다(표 7). 그

결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제 1 요인으로 공동산림사

업제도에서는 효율적인 산림사업의 추진(각각 3.63점과

3.49점), 국민의 숲 제도에서는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휴

양 공간 제공(각각 4.29점과 4.19점)이라는 요인을 두 그

룹 공히 제시하였다. 특히, 공동산림사업제도에서는 국유

림 수입의 증대(각각 3.08점과 2.88점) 요인을 지적하였으

며, 국민의 숲 제도에서는 공급자 측면의 지방산림청 업

무담당자와 동일하게 기업의 사회적 공헌 향상(각각 3.56

점과 3.22점)이라는 요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

였다. 두 Type 간 목적 달성도 차이에 대해 독립표본 T검

정을 실시한 결과, 국유림 보호·육성 참여인식의 제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 향상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나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한편, 공급자5) 그룹과 수요자 그룹 간 국유림 경영제도

목적 달성 요인에 대해 비교한 결과, 제 1요인으로는 산림

교육 및 산림문화 휴양 공간 제공, 제 2요인으로는 국민들

의 국유림 활용 기회 제공, 제 3요인으로는 국유림 보호·

육성 참여 인식의 제고 요인을 두 그룹(공급자와 수요자

그룹) 모두 동일하게 지적하였고, 가장 낮은 제 8요인으로

는 국유림 수입의 증대 요인을 3개 그룹(공급자와 B, D

Type의 수요자 그룹) 공히 지적하였다. 이처럼 수요자 그

룹이 제시한 요인을 공급자 그룹과 비교해 보면, 수요자

그룹은 제도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설문조사 시 제

공하였던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정보의 효과이라고 기

인하며, 이러한 결과는 제도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요

구되는 점으로 추측하고자 한다. 3개 그룹 간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표 8).

2) 타당성 검증과 신뢰도 분석

표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동산림사업제도와 국민의

숲 제도에 대한 목적 달성도 요인에 대해 타당성 검정을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국유림 경영제도

목적의 8개 문항은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첫 번

째 요인에 대한 분산은 약 33%, 두 번째 요인은 약 30%

로 전체 총 분산의 설명력은 63%로 나타났다. 신뢰도 검

정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통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검정한 결과, 공동산림

사업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0.813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숲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0.792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일반적으로 기업이 성장·발전하여 거대해지면 널리 주

주·경영자·종업원·소비자·지역사회·중소기업 등

5) 2008년에 조사 한 국유림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공급자 측면의 지방산림청의 업무담당자 그룹에서는 국민의 숲 제도를

3.66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공동산림사업제도는 3.23점으로 목적 달성도를 보였다. 특히, 공동산림사업제도에서는 지

역사회의 발전 및 주민 소득 증대(3.56), 국민의 숲 제도에서는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휴양 공간 제공(3.96)이라는 요인에 대

해 목적 달성도를 가장 높게 인지하였으며, 공동산림사업제도의 국유림 수입의 증대 요인과 국민의 숲 제도의 기업의 사회적

공헌 실현 향상이라는 요인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에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표 8. 국유림 경영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공급자 및 수요자 그룹 간 비교.

국유림 경영제도의 목적

공급자
(국유림업무담당)

수요자

B Type D Type

5점척도 순위 5점척도 순위 5점척도 순위

공동산림
사업제도

지역사회의 발전 및 주민 소득 증대 3.56 4 3.33 7 3.31 6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 3.43 5 3.63 4 3.49 4

민간투자 유치와 산림의 공공성 강화 3.13 7 3.35 6 3.38 5

국유림 수입의 증대 2.78 8 3.08 8 2.88 8

국민의 숲
제도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휴양 공간 제공 3.96 1 4.29 1 4.19 1

국민들의 국유림 활용 기회 제공 3.76 2 4.02 2 3.86 2

국유림 보호육성 참여 인식의 제고 3.70 3 3.96 3 3.65 3

기업의 사회적 공헌 실현 향상 3.22 6 3.56 5 3.22 7

평균 3.67 3.83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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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계를 가지게 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동시에

사회의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 도

달한 기업은 독선적인 경영이나 일방적인 이익추구가 허

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행동을 취

해야 할 책임이 부과되는데 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국유림 경영은 국가 주도의 경영방식

을 탈피하여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적 책임이라는 틀에서 국유림 경영활

성화를 도모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2005년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

률을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산

림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

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수요자와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산림사업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국민들이

숲 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

교육 및 산림문화·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소관 국유림에 국민의 숲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관 주도의 국유림 경영에서 다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국유림에 대한 정책 사례로 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유림 경영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들은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나 정도에 차이

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수요자 그룹을 지자

체 및 기업, 환경단체(제도 참여와 미참여 그룹)의 4개

Type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국유림 경영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수요자 그룹들이

인지하고 있는 국유림 역할, 국유림 경영제도의 인지도,

참여의사 및 기대, 기업그룹인 C Type의 사회공헌 활동과

국유림 활용(사회공헌활동 참여의사, 참여방법, 참여분야),

국유림 경영제도 참여에 대한 혜택과 새로운 수요, 국유

림 경영제도 목적 달성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였다. 특히,

국유림 경영제도에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

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지자체 의견을 파악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던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은 다음과 같다. 

C Type(기업그룹)은 국유림 경영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사회공헌의 기업임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에 매우 관심이 높은 그룹으로서 산림

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룹이다. 이

에 국유림 경영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기

업의 사회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C Type 참여를

유도하고자 그 가능성을 살펴 본 결과, 조사대상 그룹의

62.7%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참여하고 싶은 분야는 나무심기와 숲 가꾸기

(56.2%) 분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산림 활용을 고려하

지 않은 그룹 37.3%는 산림을 활용한 사회공헌보다는 타

분야 사회공헌활동에 이점이 더 크기 때문(72.2%)에 국유

림 활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78.6%

는 다양한 국유림 관련 시설(사원 연수 등)사용이나 산림

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제공된다면 산림을 활용

한 사회적 참여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특히, 국

유림을 활용한 사회적 참여는 71.4%가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그 수단으로는 국유림에 산림

가꾸기 장소를 확보하여 회사가 사원, 가족, 고객과 함께

참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11.9%는 국유림기관과 협

약을 체결하여 회사원이 직접 산림을 가꾸는 방법을 선택

하였다. 또한,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재정적 지원 및 기관

또는 단체(산림조합 등)를 지정하여 위탁 참여하는 방법

(16.6%)에도 응답을 보였다. 한편,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 후, 국유림 경영제도 가운데 관심 분야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의사가 가장 높았던 분야는 국

민의 숲 가운데 단체의 숲(40.3%), 체험의 숲(21%)으로 나

표 9. 국유림 경영제도 목적에 대한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정.

국유림 경영제도의 목적
요인부하량

1요인 2요인 

공동산림
사업제도

효율적인 산림사업의 추진 .721

지역사회의 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 .799

국유림 수입의 증대 .782

민간투자 유치와 산림의 공공성 강화 .736

국민의 숲
제도

국유림 보호 및 육성 참여 인식의 제공 .780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휴양공간 제공 .829

국민들의 국유림 활용기회 제공 .743

기업의 사회적 공헌 실현 향상 .581

고유 값 2.656 2.417

분산설명비율(%) 33.202 30.215

누적분산설명비율(%) 33.202 6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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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공동산림사업제도에서는 산림휴양·교육·문

화시설 사업(14.5%),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 사업

(11.3%)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Type(제도 미참여 환경단체)의 61%는 국유림 경영제

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활용하

지 않았던 주원인은 참여 장소 확보문제, 현지 참여에 대

한 번거로움(단체 활동에 어려운 위치적 문제)이라고 하

는 활동상의 장소적 문제(53.8%)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

였으며 산림에 대한 정보 및 전문지식의 부족과 단체 성

격상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도 23.1%를 차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단체

의 관심 분야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 숲 제도(3.17)를 선호

하였으며, 사업은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3.63), 체

험의 숲(3.48)사업에 관심을 나타냈다. 단체가 제도에 참

여하는 주목적은 단체의 이미지 제고(4.9%)와 회원의 활

동장소 확보(9.8%)보다는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에 공헌하

기 위해(58.5%), 국민의 산림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

(22.0%)를 기대하였다. 

D Type(지자체 그룹)에서도 공동산림사업제도(3.56) 보

다는 국민의 숲 제도(3.69)에 다소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산림사업제도에서는 산림휴양·교육·

문화시설(4.15), 국민의 숲 제도 분야에서는 산림레포츠의

숲(3.90)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기/강원권 지자체

에서는 체험의 숲을, 전라/충청권 및 경상권 지자체에서는

산림레포츠 숲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요자 그룹의 4개 Type을 대상으로 국유림 경영

제도에 참여하였을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혜

택에 대해 카이제곱검정 α=0.01의 유의수준(χ2값은

27.317)에서 그룹 간 차이를 보였다. 제도 미 참여 그룹인

A Type, C Type그룹에서는 산림공익기능 가치와 CO
2 
감

축량 등을 계량화하여 단체의 사회공헌도 제공이라는 요

인에 각각 51.3%, 45.7%의 반응을 보인 반면, D Type은

국유림경영제도를 직접 경험한 B Type 그룹과 동일한 기

술교육 및 장비를 지원이라는 혜택의 요인에 각각 36.7%

와 47.1%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국유림 경영제도에 규

정되어 있는 사업 이외, 그룹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

로운 사업 분야를 조사한 결과, 4개 Type 수요자 그룹 공

히 산림환경교육(숲속 유치원, 숲속 학교 등)활동, 산림치

유(숲을 이용한 건강증진 등)활동, 생물다양성 보전(희귀

동식물 보전 등)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A Type, B

Type은 산림환경교육(숲속 유치원, 숲속 학교 등)활동을,

C Type과 D Type은 산림치유(숲을 이용한 건강증진 등)

활동이라는 수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단체의 성격에 따

른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C Type의 경우, 4개의 주요

업종별로 분류하여 새로운 수요 제 1순위를 파악한 결과,

제조업 분야에서는 탄소저감 활동(탄소순환마을 조성 등)

분야, 기초시설사업분야 및 금융분야에서는 산림치유(숲

을 이용한 건강증진 등)활동 분야,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산림환경교육분야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의 유의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행 국유림 경

영제도의 추진이나 앞으로 제도의 개선에 고려되어야 할

기초적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구 결

과를 토대로 다자참여에 의한 국유림 경영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사회적 책임

수단으로서 국유림 경영제도 활성화 대책들이 강구되어

야 할 것이다. 즉, 다자참여에 의한 국유림 경영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홍보시

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 이외에도 새로운 수요사

업을 적용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제도 참여에 대한 다양한 혜택 등을 감

안한 Type별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현재 제도의 체제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신청에

서 계약)도 중요하겠지만 수요가 예상되는 그룹에 대해

DB를 구축하고 그룹 성향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

적인 홍보와 신청에서 계약, 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시

스템을 강구하여 수동적 국유림 경영제도 체제를 능동적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국가

-시장의 형태인 파트너십에 근거한 사회공헌 제휴 차원에

서 국유림 경영제도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괄적

으로 관장할 수 있는 조직체와 조직화가 무엇보다도 필요

하다. 국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협력하는 사

회적 책임 제휴 사업의 계발(조사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

업분야 고려)과 이러한 사업을 수요자 측면에서 지속적인

실천은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게 할 것이며 국유림 경

영제도는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자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기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조

직화하는 차원에서 국유림 경영제도를 집중적으로 다루

는 상설기구(민간 또는 NGO 등)의 설립을 고려하는 것도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제도 운영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산림의 다양한 기능 발휘와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후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유림 경영을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동산림사업, 국민의 숲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두 제도를 포함한 모든 제도

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선 정책수립 단계부터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환류 단계까지 국민의 참여, 수

요자 참여를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 정책수립 단계부터

국민(수요자)이 참여한 온라인 정책네트워크 구축, 또는

전문가로 구축 된 자문위원회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을 수

립하고 집행하며 정책평가 단계에서도 국민(수요자)이 참

여한 온라인 정책네트워크 평가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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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제도에 대해 피드백(정책의 환류)하는 형태의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6) 개념이 도입된 국유림 경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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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방적·계층제적 통치를 의미하는 ‘정부(government)’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네트워크식 국정관리 체계를 말한다. 거버넌스

즉 국정관리 체계의 주요 양식으로는 계층제(관료제 또는 전통적 형태의 정부조직), 시장, 네트워크(network) 등이 있는 바, 뉴

거버넌스는 이 가운데 네트워크식 국정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뉴 거버넌스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civil

society) 그리고 여러 공사조직들과의 연결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뉴 거버넌스는 오늘날의 행정이 시장화·분권화·

네트워크화·기업화·국제화를 지향함에 따라, 종래의 집권적 관료구조에 바탕을 둔 전통적 행정을 대체하는 개념(from

government to governance)으로 사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