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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사회공헌활

동의 현황과 참여유형 및 추진방식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국내 500대 기업 중 75개 기업(15.0%)이 산

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75개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108개의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형(55.6%)과 숲조성·관리형(29.6%)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프로그램 추진

방식은 각 유형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원봉사형”과 “1회성 나무심기”의 경우, 기업 내 자원봉사조직을 중

심으로 한 직접사업방식이 많은 반면, “숲조성 및 관리활동”과 “교육활동” 분야에서는 지자체,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사업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기부에 의한 1회성 나무심기·헌수

활동보다 임직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정기적인 자원봉사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기업의 사회공헌팀과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림 및 생활림 조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국내 기업의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은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단계에 있으며, 이는 향후 교육활동

형,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형과 함께 지역사회투자활동(Corporate community investment)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s and processes of corporate philanthropy programs

on forestry in Korea 500 largest companies. The result shows that 75 companies of Korea 500 companies

(15.0%) participated in corporate philanthropy program related to forestry and there are 113 programs that

those companies are proceeding. The types of 108 programs can be divided into 5 parts; 1) volunteer work,

2) creating forests & management, 3) one-time planting work, 4) forest education, 5) training experts & job

creation. Among them, volunteer work (55.6%) and creating forests & management (29.6%) showed high

proportion. The process of programs depends on their types. The volunteer and one-time planting work were

mainly proceeded directly by corporate volunteer organization. But creating forests & management, forest education

and training experts & job creation were usually proceeded in consort with local governments, NPOs and NGOs,

and so on. These results show that Korean corporate philanthropy in forestry is progressing to strategic

philanthropy through participation and partnership of various social groups. This shows the possibility to

progress corporate community investment (CCI) with forest education and training experts & job creation. 

Key words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corporate community investment(CCI), philanthropy, forest manage-

ment, intermediar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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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80년대 이전까지 한국의 산림은 산주의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목재생산 중심의 전통적 임업을 위해서 관리

되어 왔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국

제 및 국가간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산림은 소유와

국익을 넘어선 공유자산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에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라는 공익적 목적아래, 중앙정부

주도의 산림관리가 추진되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 의해

실행되는 산림관리의 경우, 역할이 한 집단에게만 집중적

으로 몰려있어 물질적, 기술적, 인적 부분 등에서 점차 공

적부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김재현 등, 2008). 따라

서 산림정책도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 단위의 산림자치

를 지향하고, 산림관리의 역할도 ‘관에서 민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

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

심과 산림문화 및 휴양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증

하면서, 정부가 수용하지 못하는 산림서비스의 공급을 민

간영역에서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가의 기

능과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

주체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산림관리로의 전환이 모색되

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거버넌스1) 개념이 반영된 것

으로, 시민자치에 의한 참여민주주의 등장과 NGO 및 NPO

영역의 확대 등 사회의 역동성 및 복합적인 특성을 나타

내고 있다(이상석 등, 2007). 

특히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거버넌스의 구성주체인 기

업은 재정과 정보, 인재 및 경영·기술적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행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회문제에 대해 공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

간부문의 대표적인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이상석 등, 2001).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에 대한 개념이 강조되면서(정구현 등, 2008),

기업은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그 대응방식 중에 하나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

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기업시민

(Corporate Citizenship)으로서의 의무와 사회문제의 해결

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일반화된 CSR

활동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과거 재단을 설립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장학 및 교육

분야에 환원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 사회공헌활동은 1990

년대 들어와 지역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일

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사회공헌 조직이 체계화

되면서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정진경, 2005).

이후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실천이 이루어졌고, 2000년대

에 들어서는 공익연계마케팅, NGO 파트너십 등을 통한

활동이 전개되면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이 진행되었다. 현재 국내 기업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

되고 있으며, 주주를 비롯한 지역공동체와의 이해관계 속

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자리잡고 있다(전경련,

2007). 또한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전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분야2) 중에서도 환경분야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정책기조와 기후변화대응에 대

한 국제적 노력 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타 분

야에 비해 기업의 참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경련, 2008). 그중에서도 산림과 관련된 활동은 공공재

적인 특성으로 인해 타 분야와 비교했을 때 정부, 시민사

회, 기업 등의 다양한 주체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에 산림청은 2009년 1월, 기업-정부의 파

트너십을 통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울

산대공원, 대전 시민의 숲 등 기업참여에 의한 대규모 도

시숲 조성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 2009). 특·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기

준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정유화학철강 등 지역을 기반

으로 한 대규모 산업시설을 갖춘 기업을 우선적인 협력대

상으로 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서 참여 기

업에게는 조성된 숲에 대한 명칭사용권을 부여하고, 조성

지 내 기업의 표식물 및 전광판 등을 이용한 광고 권한 및

언론,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산

림이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

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고 경영자 개인에 의해 재정적인 지원이 중심이 되었

던 사회공헌활동은 점차 교류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사

원들의 참여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산림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이

고 실질적인 참여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이다. 또

한 다영역 간의 참여에 의한 산림의 보호와 관리활동은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

1)사회적 거버넌스란, 기존 정부 중심의 통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 지역주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지역발전의 주

체로서 교류하고 협력해나가며, 합의 형성과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어가는 체제를 의미한다(최영출 등. 2006. 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거버넌스. 대영문화사). 
2)사회복지, 의료보건, 교육·학교·학술연구, 문화예술 및 체육, 환경보전, 응급 및 재난구호, 국제구호 활동, 농촌지원 활동,

기타분야의 총 9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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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전영우, 2002). CSR활동에 대한

기업 인식의 확산 및 사회공헌활동의 강조와 아울러 공공

재로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사회·환경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는 기업이 산림조성 및 관리활동

을 사회공헌활동에 포함시켜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국내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

림분야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사례 조사를 통해 산림

분야 사회공헌활동의 유형과 추진방식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산림분야 CSR활동의 현황과 수준을 밝히고자 한

다. 연구의 결과는 국내 산림분야 CSR 활동의 현황을 파

악하고, 향후 산림조성 및 관리활동에 대한 기업의 적극

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산림분야의 관계

1. CSR의 개념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CSR의 개념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사회 환경의 변화

와 함께 등장하였기 때문에 학자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

적용 범위 또한 매우 넓다(노광표 등, 2007). 또한 각 국가

의 특성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명확한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CSR의 기본 개념은 Carroll(1991)의 ‘기업의 사회

적 책임 피라미드 모형’에 기초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기업이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

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정구헌 등, 2008). 4가지 책

임 중 경제적 책임의 경우, 기업경영의 본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이를 제외한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CSR

의 3대 분야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과 사회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CSR활동의 유형

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谷本 治, 2004). 

이중 산림분야의 경우 특히 세 번째 유형인 투자적 사

회공헌활동 측면에서 연관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래 ‘

사회공헌(philanthropy)’은 민간부분에 의한 공익목적의 비

영리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활동의 주체는 주로 기업 최

고경영자 개인이었다(이상석 등, 2001). 하지만 현대사회

에 들어서 막강한 영향력과 재정 및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문화 등 기업 고유한

활동과 무관한 분야에서도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

발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더

이상 자선적 동기가 아닌, 기업의 지속성을 증진시키기 위

한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

는 기업 활동의 무대이자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이해관

계자로 지역사회가 부각되면서(Jehan Loza, 2004), ‘참여’와

‘지원’이 강조되던 사회공헌활동에서 ‘투자’의 개념이 강조

된 지역사회투자활동(Corporate Community Investment:

CCI)으로 진화하고 있다(Wilson, 2000). 유럽의 경우도 기

업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CSR활동 보다는 타사와 협력하

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CSR을 하나의 사업 활동으로 간주하여 추진중이다

(김해창, 2009). 

이상석과 김종성(2007)은 지역사회투자에 대한 개념을

자금·시간·제품·서비스·영향력·경영지식 등의 투

자나 기부활동과 같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업이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연대

강화 전략을 반영한 사회공헌활동을 강조한 개념으로 비

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 자선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자원

봉사활동 등과 같은 차원의 활동 이외에, 해당 지역 기업

과의 거래,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시설용지 제공 등 다양한 투자활동이 이에 해당된다. 

Wilson(2000)은 지역사회투자 활동은 지역사회공헌활동

의 제3의 흐름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확대로 인한 분

권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이 지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표 1. CSR의 3가지 유형.

구분 내용

기업윤리
사회책임

경영활동의 프로세스에 사회적 공정성·윤리성·환경성에 대한 배려: CSR 경영핵심

환경대책, 채용 및 승진상의 공정성, 여성의 고용, 인권문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개도국에서의 노동환
경, 정보공개 등 

사업활동을 
통한 사회혁신

사회적 상품·서비스, 사회적 사업의 개발: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서 중요한 테마, 보다 넓은 범위의 CSR

환경배려형 상품의 개발, 장애자·고령자 지원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에코투어, 공정무역, 지역재개발에 관
련된 사업, SRI 펀드 등 

투자적 사회공헌
활동 

기업의 경영자원을 활용한 커뮤니티 지원활동: 국제사회, 지역커뮤니티 등 다양한 레벨에서의 역할 수행
이 강조 

1) 금전적 기부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2) 시설·인재 등을 활용한 비금전적 사회공헌활동 
3) 본래 업무·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자료. 谷本寬治.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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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기업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Nelson(1996)과

Zedek(2001)도 지역사회투자활동은 복잡해지고 분권화 되

어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각 구성원들의 파트너십 활동을

유도하면서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

다. 특히 기업과 지역사회간의 파트너십은 지역사회 내에

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으로서 활용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지역사회에 있는 비영리 조직이나 주민조직들의 역량을 강

화시키는 데에도 기업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조직의 역량강화는 지역사회의 진흥과 기업경영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2. 기업의 참여를 통한 산림조성 및 관리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급격한 성장과 ‘생명의숲국

민운동’의 설립을 시작으로 정부와 지자체, 시민, 기업 등

다영역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산림조성 및 관리활동과 이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전영우, 2002). 특

히 쾌적한 환경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도

시 내 산림녹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의 삶의 질 제

고에 기여하는 도시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초기단계에는 산림조성 및 관리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 김재준 등(2000)은 도시림의 조

성 및 관리의 궁극적인 이용주체는 도시 거주민임을 강조

하고 도시림의 관리와 관련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시민참

여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유리화(2002)는 지방자

치제도의 실시로 인해 주요 의사결정 주체로 부각된 지역

주민을 강조하며 도시지역 내 산림과 관련된 지역갈등과

분쟁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역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산

림관리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김재현 등(2001)

은 용인죽전지구의 산림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자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3년에 걸쳐 기본설계와

관리방안을 수립하였다.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기존에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던 산림관리 활동이 점

차 시민사회로 이양되면서 산림조성·관리 활동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조명되었다. 

이후 2000년대 중반에는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이 강조

되기 시작하면서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 등의 네트워크 혹

은 파트너십 활동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산림관리

활동이 등장하였다. 기존의 계층적이고 폐쇄적인 관리방

식만으로는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참여를 증

진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다(서승현과 이회창,

2009). 이와 함께 CSR과 사회공헌활동이 함께 맞물리면

서 산림조성 및 관리의 주체로서 민간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배인명과 장매희(2006)의 연구에서는 산림 거버넌스 주

체로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

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희 등(2007)은 전국적인 산림관리는 정부 중심의 관리

방식으로 한계가 있으며,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해당 지방

지자치단체, 지역주민 모두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개념의

산림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재현 등(2008)의

연구에서도 도시림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주

체로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기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

만 그 역할이 재정지원과 현물지원, 자원봉사 등의 보조

적인 역할로 국한되어 있어, 지역사회투자와 같은 보다 발

전적인 개념의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산림 중에서도 특히 도시공원과 도시 내

녹지공간(green space) 등으로 대표되는 도시림(urban

forest)의 조성은 ‘사적 공공(private public)’영역3)의 활동

으로 기업의 지역사회투자활동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활

동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내 녹지공간은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커뮤니티 내 화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Frances Wells, 2005),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도시

의 정체성을 창출한다. 또한 토지와 주택가격의 상승을 유

도하여 토지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역 투자를 유인하는 등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Ecotec, 2007). 도시림 조

성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진흥은 기업 이미지

의 향상을 비롯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깊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일본의 가전제품 회사인 파나소닉은 물건 하나

를 생산할 때 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가전제품 한 대

에 나무 한 그루 심기’ 캠페인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적 사회공헌활동이 산림분야

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김해창, 2009).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간의 단축은 휴식과 건강 등

여가와 휴양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확대시킬 것이며, 숲

을 직접 방문하여 여가를 보내고자 하는 산림서비스에 대

한 국민의 수요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도시림과

도시공원, 녹지공간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심

3)거시적 관점에서 기업 행동원리를 영리추구와 비영리 동기로 나눈다면, 사적(private)영역의 기업활동은 기업의 존립과 관련

되는 고유의 활동에 속하며, 공공(public)영역은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활동으로 시장메

커니즘을 통해서는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없는 영역을 말한다. 사적공공(private public)영역이란 공적영역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윤추구 목적의 활동으로는 부적합 하지만 활동의 투자에 대한 잠정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의 활동을 말한다. 기업

의 참여를 통해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이익이 아닌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시행되

고 있는 영역이다(紫田武男 등. 1995. 企業市民のススメ. 東京企劃審議室:東京: 이상석·김종성. 20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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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늘어감에 따라 지역의 정책 의제로 도시림의 확충이

급부상 하고 있으므로(Becky Volker, 2004), 도시림의 조

성 및 관리에 대한 기업의 참여 기회는 점차 늘어날 것으

로 판단된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산림 조성 및 관리의 주요 주

체로서 기업을 평가하고, 국내 500대 기업의 사례조사를

통한 국내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의 수준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사회투자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산림조성 및 관리

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 산림분야 CSR활동의 수준 및 단계를 파

악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기업

중 상위 500대(2008년 매출액 기준)기업의 전수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각 기업별 웹사이트와 기업에서 발

간된 사회공헌백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CSR 보고서

등을 통해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들을 분류하고, 각 기업별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을 조사

하였다. 

1차적으로는 기업별 사회공헌활동의 시행유무와 환경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을 분류하였다.

특히 그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환경사회공헌활동에 초점

을 맞춰 기업을 재분류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활동

의 세부내용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산림분야 사회공

헌 프로그램, 사업의 추진배경, 사업목표, 주요내용, 시행

기간, 추천장소에 관한 일반현황과 산림분야 사회공헌활

동의 참여주체와 주체별 역할 등이다. 조사된 내용을 바

탕으로 기업의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유형

과 추진방식을 분석하고,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발전단계

기준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의 단

계를 진단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국내 500대 기업의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 참여 현황

국내 기업의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환경분야와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의 시행유무

에 대해 확인하였다. 환경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은 전국 경

제인연합회 발간하는 사회공헌백서의 기준을 참고하였으

며,5) ‘산림’의 개념적 범위는「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

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반적인 산림(임목과 임지)

을 비롯한 도시림, 생활림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산림분

야 사회공헌활동은 ‘일반적인 산림, 도시림, 생활림을 대

4)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도시 내 녹지공간 조성은 지자체의 정책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7년부터

‘공원녹지 100만평 늘리기’ 정책실현을 위한 1동1마을 공원조성, 그린웨이 조성, 옥상녹화 지원 등 다양한 세부 활동을 시행

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푸른 대전가꾸기의 일환으로 도시쾌적성 증진을 위한 ‘3000천만 그루 나무심기’ 활동을 2020

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광주광역시의 ‘푸른도시 숲 조성 사업’, 울산광역시의 태화강 생태공원조성, 경남 진주시 ‘100

만 그루 나무심기’ 활동 등이 있다.
5)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분류하고 있는 환경분야 사회공헌활동은 환경단체의 사업·활동 지원, 나무심기, 환경보전캠페인, 재

활용캠페인 등의 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다. 단, 환경보전분야 이외에도 산림을 포함한 해양, 하천 등 환경을 포함하는 경우, 환

경분야 사회공헌활동으로 간주하였다.

예를들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산림체첨활동 지원의 경우, 본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산림체험활동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볼 경우 산림을 대상으로 한 산림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분야로 간주하였다. 그밖에도 산림이나 해양, 하천 등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활동 지원의 경우에도 환경

분야 사회공헌활동으로 편입시켰다.

그림 1. 연구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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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기업이 행하는 산림보호, 산림조성, 산림서비스 제

공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2). 

그 결과 국내 500대 기업 중 산림분야를 포함한 환경사

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총 204개로, 전체

40.8%로 나타났으며, 그 중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을 시

행하고 있는 기업은 75개로 500대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약 15.0%의 비율로 나타났다(표 3). 

2.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 유형별 현황 

국내 기업의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의 유형을 알아보

기 위해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75개 기

업이 시행하고 있는 108개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활동

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조사

한 결과 크게, 1) 자원봉사활동형, 2) 1회성 이벤트형, 3)

숲조성 및 관리형, 4) 교육활동형, 5)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형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구분의 세

부 기준은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표 6), 자원봉사활동형이 국내 기업의 산림분

야 사회공헌활동 중 55.6%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1사1산 운

동’을 들 수 있다. 1사1산 운동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환

경보호활동으로, 과거 공동체의식과 공중도덕에 대한 낮

은 사회적 인식으로 전국의 산과 하천, 계곡, 유원지 등이

쓰레기로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보호하기 위

한 대책으로 시행된 정부주도의 자연정화캠페인이었다.

자연환경 오염원을 배출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국의

명산을 지정하여 정화운동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자연환

경의 효율적인 보호와 동시에 협동 의식을 제고하고, 자

연보호운동의 생활화를 목적으로 각 기관이나 단체 스스

로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약을 맺는 ‘국립공

원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기업 스스로 산지정화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립공원관리를 위해서

는 연간 3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현실적으로

는 연간 130억원의 예산만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

이다.6)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CSR에 대한 대안으로

국립공원보호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의 자원봉사

를 통한 공익활동이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정체성

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표 2. 기업의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

구분 내용

산림보호분야 산불 및 병해충 방제, 산지정화활동

산림조성분야

일반적인 산림 (임목 및 임지 )조성 및 관리
활동 

도시림 · 생활림 조성 및 관리활동 

해외조림활동 

산림서비스제공산림휴양, 산림교육 제공을 위한 지원활동 

표 3. 국내 500대 기업의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 참여현황.

구분 참여비율(%)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 참여 15.0 (75/500)

표 4.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유형.

구분 내용 참여율(%)/프로그램 수익성 공익성

자원봉사형 봉사활동형태의 산림정화활동 55.6(60) - ○

숲조성 및 관리형

일반적인 산림(임목 및 임지)조성 및 관리활동 

26.9(29)

△ ○

도시림 · 생활 환경림 조성 및 관리활동 - ○

해외조림활동 ◎ ○

1회성 이벤트형 식목일 등 기념이벤트 성격의 나무심기 활동 9.3(10) - ○

교육활동형 숲놀이, 숲체험활동, 교육프로그램시행·지원활동 6.5(7) ○ ○

일자리창출형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활동 1.9(2) △ ○

표 5.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유형별 참여 비율.

구분 참여비율(%)

산림보호분야 자원봉사형 55.6

산림조성분야
숲조성 및 관리형 26.9

1회성 이벤트형 9.3

산림서비스제공
교육활동형 6.5

일자리창출형 1.9

6)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국립공원파트너십 참조 (http://main.knps.or.kr/knsph/togetner/partnership1.jsp?menuid=p20124&
depth=2(2010/12/03)

표 6. 숲조성 및 관리형 활동의 유형별 현황.

구분 참여비율(%)

도시림 생활림 조성 및 관리활동 44.8

해외조림활동 34.5

국내조림 및 숲가꾸기 활동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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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조성 및 관리형은 자원봉사활동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대상 기업의 산림분야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 중 26.9%로 나타났다. 크게 일반산림 조성

및 관리활동과 도시림·생활림 조성 및 관리활동, 해외조

림활동으로 세분화 시킬 수 있다. 특히 도시공원, 동네숲,

쌈지공원, 학교숲, 도심가로수 등을 포함한 생활주변의 녹

색공간을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 4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

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조림 및 숲가꾸기 활동의 경우(20.7%)에는 국내 대

규모 조림지를 조성하는 사례나 도시 근교림에서의 식재

활동 및 숲가꾸기 활동이 많이 나타났는데, 참여기업들의

대부분이 제지업이나 위생용품과 관련된 기업이라는 특

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 산림자원은 기

업경영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이

들이 시행하고 있는 조림 및 숲가꾸기 활동은 탄소흡수원

확충과 산림환경교육 및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

공헌적 측면과 ‘기업경영을 위한 자원의 확보’라는 측면

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조림활동(34.5%)은 몽골, 중국의 사막

화방지를 위한 식목활동과 바이오에너지 확보를 위한 동

남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조림활동 사례로 나타났다. 탄소

배출권 거래와 관련해서도 향후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최근 해외조림분야의 대기업의 움직임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1회성 이벤트형이다. 식목일 등의 기념

일이나 기업 내부 행사를 위한 1회성 식재활동으로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9.3%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임직원들이 참여한 기업 인근 지역에서의 식목활동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유형은 교육활동형이다. 전체 프로그램 중 6.5%

로 나타났다. 고객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숲해설, 숲체

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교육과 관련된 활동은

앞으로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며, 다양한

산림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7)

로 산림분야 사회적기업으로도 발전가능성이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일자리창출형이다. 전체 프로그램 중

1.9%로 5가지 유형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활동형과 마찬가지로 향후 산림분야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는 교보생명보험의 ‘교보 다솜이 숲해설 봉사단’을 들 수

있다. 60세 이상의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으로, 숲 생태 해설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을 수료한 뒤에는 숲을 찾은 청소년들에게

안내봉사를 하고 일정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취업

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소득증

대는 물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

년들에게는 자연, 환경, 생명체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

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효

과를 인정받고 있는 분야이다. 

3.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의 추진방식 현황

다음으로는 국내 500대 기업 중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

을 시행하고 있는 75개 기업의 추진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총 108개의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전국경제인연합회(2006)

가 분류한 사회공헌활동 추진방식의 기준을 참고하여 추

진방식을 분류하였다.8) 크게 직접사업과 공동사업으로 구

7)자동차 및 부품, 모터사이클을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인 혼다의 경우, 토치기현( 木 ) 내 혼다의 숲 ‘Hellow woods’를 조

성하여 산림환경교육의 장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및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개발과 숲의 조성·관리, 상근스텝의 고용을 위해 연간 3억 5천만엔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험프로그램의 참여

및 기념품 판매, 레스토랑 운영 등으로 연간 3천 5천만엔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http://www.twinring.jp/hellowoods/, 2010/
12/30).

8)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회공헌활동의 추진방식을 직접사업과 파트너와의 공동사업, 외부에서의 사업대행, 단순기부의 총 4가

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대행과 공동사업을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단순기부의 경우 사회공헌활동

의 추진성격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산림분야 사회공활동의 추진방식을 재구분 하였다.

표 7.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 추진방식.

구분 참여비율(%)

직접사업 43.5

공동사업 56.5

표 8.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 추진방식의 기준.

방식 내용

직접사업방식 사회공헌활동의 기획부터 수행까지 모두 기업이 담당

공동사업방식

비영리단체 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투입하여 외부 비영리단체와 공동으로 진행

지자체 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투입하여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

정부기관 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투입하여 정부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

통합형 비영리단체, 지자체, 정부기관 중 2개 이상의 단체의 협력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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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공동사업의 경우 함께 파트너십을 맺는 주체별로

재구분하였다(표 8). 

분석 결과, 직접사업의 형태가 전체의 43.5%, 공동사업

의 형태가 56.5%로 나타났다. 기업이 기획부터 수행까지

모두 단독으로 추진하는 형태보다 비영리단체, 지자체, 정

부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방식

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7). 

직접사업의 경우 실행주체는 대부분 기업 내부에 있는

자원봉사단이나 사회봉사팀이 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사업의 경우는 기업내부의 사회공

헌팀 혹은 CSR부서와 비영리단체, 지자체, 정부기관 등이

함께 활동을 기획하고, 주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동사업방식의 추진기관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표 9),

비영리단체와 함께 협력한 사례가 45.9%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정부기관(27.9%), 지자체

(18.0%), 복합형(8.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다양한 섹터의 주체들이 기업의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

과 관련 하여 함께 협력하고 있지만, 기업-비영리단체, 기

업-정부, 기업-지자체와 같이 일대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다각적인 협력관계는 활발하

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의 유형에 따라서도 추진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표 10) 첫 번째, 자원

봉사형의 경우, 공동사업보다는 직접사업의 형태가 주로

많았다. 대부분의 활동이 1사1산 운동과 같이 기업이 자

발적으로 하는 봉사형식의 활동이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자원봉사단을 주축으로 특별한 협력관계 없이도 추진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숲조성 및 관리형 활동이다. 이 경우에는 공동

사업의 형태가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원봉사형활동의

경우 기업의 자발성과 임직원들의 참여가 주를 이루는 것

으로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활동의 특성상 숲을 조

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확보와 조성에 필요한 설계, 시

공단계 등을 거쳐야 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숲조성 활동의 경우 비영리단체와 주로 협

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숲조성 및 관리활

동 대상별로 구분하여 추진방식을 살펴 본 결과, 도시숲

의 조성과 관리의 경우 직접사업과 공동사업방식이 고루

나타났으며, 협력주체별 구분도 크게 차이가나지 않았다.

해외조림은 활동의 특성상 정부와 비영리단체와의 협력

이 직접사업방식이나 지자체, 복합형 방식보다 더 활발하

게 나타났고, 일반산림의 조성 및 관리는 기업소유의 공

장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이나 산림청과의 협

력을 통한 국유림 관리활동이 주를 이루어 직접사업방식

과 정부와의 공동사업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1회성 식재활동이다. 이 경우는 공동사업방식

보다 직접사업방식이 많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식목일이

나 여타 행사에 맞춰 기념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특별한 협력구조 없이도 기업 내부의 자원봉

사단이나 사내 동호회 등이 주축이 되어 직접 추진하고

있었다. 

네 번째는 교육활동형이다. 교육활동형의 경우,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산림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

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숲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

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형도 교육활동형과 마

찬가지로 숲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산

림환경교육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선진국의 경우, 기업이 사회공헌을 실시하고자 할 때 기

업과 협력주체들 사이에 에이전시(Agency)형태의 조직이

개입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체들 간의 입장을 조율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김재현 등, 2009). 향후 기업의 사

회공헌활동이 활발해지고 전문성과 효과성에 대한 기대

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기업과 다양한 주체들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관련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 국내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의 발전방향 

마지막으로 앞에서 분석된 국내 산림분야 사회공헌활

동의 현황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의 산림분야 사회공헌활

동의 단계를 진단하였다. Wilson(2000)과 CECP(2008)의

연구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의 발전단계를 크게 3단계로 구

표 9. 공동사업방식의 주체별 현황.

방식 주체 참여비율(%)

공동
사업
방식

비영리단체 45.9

정부기관 27.9

지자체 18.0

통합형 8.2

표 10. 산림분야 사회공헌 유형별 추진방식.

구분 운영방식 비율(%)/프로그램 수 

자원봉사형
직접사업 53.3(32)

공동사업 46.7(28)

숲조성 및 관리형
직접사업 24.1(7)

공동사업 75.9(22)

1회성 이벤트형
직접사업 60.0(6)

공동사업 40.0(4)

교육활동형
직접사업 42.9(3)

공동사업 57.1(4)

일자리창출형
직접사업 -

공동사업 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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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각 단계별 사회공헌의 특성에 따라 국내 산림분

야 사회공헌활동의 현재 단계를 살펴보았다. 

1단계는 ‘기업자선활동’ 단계로 CEO 개인의 판단에 의

한 현금기부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와 분

권화로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단순한 현금기부활동에

대한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기업은 좀 더 정교화된

사회공헌 이니셔티브를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하였다. 2단

계는 ‘전략적 사회공헌 단계’로 기업은 사회공헌팀을 조

직하여 임시적이고 분리적으로 운영되던 사회공헌활동을

좀 더 기업경영과 결합하여 체계적조직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현금기부만이 아닌 현물

기부, 기업의 기술이나 노하우 및 인력 등의 기부활동(pro-

bono)이 이루어지고, 임직원의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또한 기업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비영리조직이나 NGO와의 파트너십활동을 통

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간다. 

다음 3단계는 지역사회투자 단계로 기업시민 정신을 강

조하여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시작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현금, 현물, 인력, 기술

등의 지원과 함께 투자적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

보다 기업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지역 내 수익적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지역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각 단계별 사회공헌활동의 특징을

국내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에 적용시켜 현재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의 수준을 진단해보았다. 

분석 결과, 국내 기업의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의 유형

은 대부분 ‘자원봉사형’으로 기업 내부의 자원봉사단이 주

축이 되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념식수나 헌수활동과

같은 수동적이고 일회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정기적인 특징이 있으며, 현금기부이외에도 현물기부와

직접적인 참여에 의한 봉사활동형태 등 다양한 형태를 나

타내고 있다.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식의 경우 대부분 기

업이 주축이 되어 회사 인근의 산지 정화활동을 시행하는

직접적인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몇몇 기업의 경우 특

정 NGO나 NPO,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자

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자원봉사형’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숲조성 및

관리형’의 경우, 도시림·생활림 조성 활동을 통해 보다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업과 NGO, 지

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집단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있다. 이는 산림정화활동과 같은 자원봉사활동보

다 적극적이고 발전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에서 지역사회투자 단계로 발전가능한 분야

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교육활동과 일자리 창출형의 경

우,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과도 연계되어 향후 실

업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기대된다. 

이상 국내 기업의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의 특징을 종

합해 본 결과, 자원봉사형과 숲조성 및 관리형의 활동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교육

활동 및 일자리 창출형과 같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혁신적 성격의 사회공헌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산림관리와 같은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이 헌수나 현금

기부가 중심이 되는 1회성 이벤트형 활동보다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기업-NGO간의 협력을 통한 숲조성 관리형

이 대표적인 확동형태임에 따라, 현재 국내 산림분야 사

회공헌활동은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

는 산림정화활동이었으며, 특정 단체의 프로그램에 여러

기업이 중복하여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네트워킹을 통

해 지역 내 공원조성 사례와 해외조림 및 일자리 창출형

의 활동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산

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은 향후 국내외 지역을 무대로 한 지

표 11. 사회공헌활동의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활동목적 기업자선활동
전략적 사회공헌
(Strategic Philanthropy)

지역사회 투자
(Corporate Community Investment, CCI)

활동관리
−임시적 관리
−기업경영과 무관 

−체계적 관리(팀)
−기업경영활동 일환 

−전문적 기업가 
−통합적 컨설턴트

접근방식

−수동적
− CEO의 개인적 판단
−현금중심
− 1회성 활동 

−선택적 호응
−선택적 지역
−선택적 타깃(targets)
−다양한 형태의 지원

−계획적인 관리 
−기업경영 중심
−기업자원 활용
−지역진흥, 역량구축

추진방식
추진방식

− CEO 단독 
−기업재단을 통해 추진

−사회공헌팀주도 −민,관,산,학 협력

직접사업방식 공동사업방식 공동사업방식(통합형)

커뮤니케이션 −별도채널없음 −수직적 의사소통(Hierarchy) −네트워크 프로세스(Network process)

자료. Wilson(2000)와 CECP(2008)의 내용을 재구성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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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투자활동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결론 및 제언 

이상 국내 500대 기업 중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을 시

행하는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활동의 유형과 추진방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기업의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

은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단계에 있으며, 일부 지역사회투

자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의 현황을 조사

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

는 기업들을 파악하고, 활동유형과 추진방식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통

해 파악된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객관적인 기업참여에 의한 산림조

성·관리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산림을 비롯한 도시림 및 생활림 등의 녹색공

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나 사유지 등에 대한 토

지매입절차부터 시작하여 지자체, 주민공동체, 전문가, 시

공사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 전

략적 사회공헌 단계의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사

회투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파

트너십을 맺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물적, 공간적, 제

도적 정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이 필요하다.

현재는 (사)생명의숲과 (재)서울그린트러스트와 같이 산

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NGO들이 그 역

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보다 다양하고 넓은 황동영역을 지

닌 주체들의 네트워킹을 구축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

해 지역사회투자형으로 진화가 기대되어 있다. 

또한 산림조성·관리 활동의 기업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산림분야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

발도 필수적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대

부분이 자원봉사활동형이나 1회성 이벤트 중심으로 기업

의 참여와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지역사회투자활동으로

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밖에도 기업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방안이나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

하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에 참여하

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성된 숲에 대한 명칭사용이나 표식

물 설치 등의 기업 인센티브 방안을 구축하고 있지만, 대

부분이 홍보활동의 지원방식이기에, 보다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법적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산림조성·관리활동의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탄소

배출권 확보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보다 실질적인 지원제

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참여에 의한 효율적인 산림조

성·관리 방안의 하나로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의 육

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존에 활동해온 산림관련기관들

과 산림이외의 환경 및 사회분야의 조직들을 포괄하고 정

부, 기업, 시민사회를 비롯한 지역사회파트너(금융기관, 지

역단체 등) 등과 지역주민들을 연계할 수 있는 코디네이

트 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산림의 조성 및 관리활동

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구축하고, 산림분야 사회공헌활

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자금과 인재를 연결해야 한다. 이는 향후 산림거

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산림조성 및 관리 실현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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