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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숲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국내 주요 숲길인 지리산 둘

레길과 울진금강소나무 숲길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숲길 운영관리에 대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지리산둘레길 및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모두 행정주도형 네트워크(Council-led network)로 숲길의 조성

과 관련된 재원이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행정의 권한이 많이 개입되는 특징

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레벨이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에 비해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효율적인 숲길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맺고 의사결정

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조직체가 필요하며, 이들이 명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의형성과 권한부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characteristics of networks among stakeholders related to forest trail

management.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Jiri way and Uljin trail had council-led network. As both trails

were supported by government, the government had much power to make decisions and manage trail. But parts

that mediated differences of interests among various stakeholders were insufficient. To manage forest trail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hat hub organization which can have networks and make decision considering

different interests have to develop and it have to authorize hub organization to take a right role for management

of forest trails. 

Key words: Forest trail, community tourism development, network analysi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숲길’은 국민들에게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

에 전국 각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알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숲길 이용객들은 숲길 걷기를 통해 자신

을 성찰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숲길을 걷는 이용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산

촌의 경제적 편익으로 인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으

로 각광받고 있다(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1).

숲길, 올레길, 트레킹길, 산책로, 탐방로, 자연관찰로, 그린

웨이 등 걷는 길을 지칭하는 용어도 다양하며 지자체와

정부부처에서는 숲길의 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춰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길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에 걸쳐 확대되

고 있다(Park et al., 2011). 

하지만, 숲길 조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이용객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훼손되거나,

잘못된 숲길 문화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

하기도 한다(Park et al., 2011). 실제로 일부 숲길 주변 산

림환경이 훼손되거나, 농작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화

장실이 없어 숲길 주변이 공중화장실이 되는 등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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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용객들의 숙박이나 식사제공 등을 통한 경

제적 효과가 발생하면서 숲길은 지역의 특산물을 팔기 위

한 상술로 인식되고 있다. 마을 내 주민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되면서 지역 내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외지인들이 운영하는 대규모의 펜션이나 식당이 들어서

면서 숲길이 가진 대안적 관광요소는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인 농촌의 인심이 사라지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숲길 걷기는 단순하게 걷는 것이 아닌, 지역의 문화와

생활을 함께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다(Cho et al.,

2009). 따라서 숲길 걷기를 기존의 대중적 관광과는 다른

‘공정여행’, ‘생태관광’ 등과 같은 대안적 관광의 형태로

인식하고, 자연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즐길 수 있는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숲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

한 예방 및 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숲길 조성이 계속된다면 숲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와

기능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숲길이 대안적 관광

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외부의 개발 압력

을 견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숲길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구

조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형 지역관광개발

의 한 형태인 ‘커뮤니티관광개발’의 관점에서 숲길을 바

라보고, 국내 주요 숲길의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특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주도형 또는 지역사회

참여형 숲길 운영·관리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1) 커뮤니티관광개발과 숲길 

커뮤니티관광개발(Community Tourism Development)은

지역관광개발의 유형 중에 하나로, 중앙정부나 외부에 의

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지역의 관광자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개발전략을 추진할 수 있

는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개발방식이다. 커뮤니티관광개발

이라는 용어가 탄생된 계기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

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부터이

다. 이때부터 커뮤니티 주도(community driven)의 개념이

부각되었고, 그 결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전

략으로 커뮤니티가 개념화 되면서 ‘커뮤니티 주도 관광

(community driven tourism)’, ‘커뮤니티 기반관광(community

based tourism)’으로 발전해 나갔다(Moon, 2008; Lee,

2010).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쌍방향 의사소통 등을

중시하는 커뮤니티관광개발은 최근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

천전략으로 부각되면서 기존 관광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커뮤니티관광개발이 기존의 관광개발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주체가 커뮤니티라는 것이다. 즉 지역

사회의 기반시설, 관광시설 등을 주민과 방문객,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는 것이다. 커뮤니티에 속한 구성원들을 위

한 프로그램과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만족시

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번째는 커뮤

니티의 복리증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성

장 위주의 관광개발 형태를 지양한다. 세 번째는 관광개

발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는 점

이다. 과거 중앙정부, 대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계획·실

행되는 점과는 차이가 있다. 네 번째는 지역의 전통자원

및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역사·문화적 환경을 활용

하여 지역성을 나타내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것은 커뮤니티 관광개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대규모 하드

웨어 개발방식이 아닌 지역의 고유한 자원 요소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의 어메니티를 향상시키고자 한

다. 이와 같이 커뮤니티관광개발은 지역산업과 연계된 계

획을 수립하고, 경제적인 부문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관

광개발을 통한 관광자원, 관광객 만족, 정주환경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정여행이나 대안여행이 방문객 관점에서 본 숲길 걷

기 활동이라면, 커뮤니티관광개발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본 숲길 걷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고유 자원인

숲길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와 운영이야 말로 대규모의 대중관광이나 중앙정부 주도

의 거점관광개발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

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숲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지역사회를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고, 기존에 지

역의 생활 자원으로서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커뮤니티 관광개발을 위한 매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커뮤니티관광개발의 이해관계자와 거버넌스 

커뮤니티관광개발의 이해관계자는 그 유형이 다양하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만으로는 시설투입 등

에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이나 기타 외부

지원들이 필요하며, 이렇게 구성된 커뮤니티관광개발의

각 주체들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서로의 이해관계 위치에서 상호간의 편익을 극대화한다.

커뮤니티관광개발의 이해관계자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부문 이해관계자는 중앙

정부,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있다. 민간부문의 이해관

계자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전문가 등이 있

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는 관광개발과 직·

간접적 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1차적 이해관계자와 2차적

이해관계자로 구분 될 수 있다. 그밖에 관광계획자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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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상호작용해야 할 이해관계자로 지역사업체, 지역

주민, 민간단체, 관광객, 외부사업체, 경쟁자, 정부, 관광관

련 종사자로 구분하기도(Sautter and Leisen, 1999) 한다.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계되어 있는 커뮤니티

관광개발의 경우,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공동목표를 도출

하고 그들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또한 이해관계자 각각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는 갈등관리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이해집단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갈등의 정도나 내용, 해결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며, 관광개발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Narelle

and Dianne(2010)의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관광의 거버넌

스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관광 거버넌스

의 요소를 평가하여 그 효율성을 비교하고 있다.

국내 숲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숲길을 조성하고, 관리

운영하는 다양한 레벨의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며, 각자의

역할구분이 중요하다. 또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이해를 조

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커뮤니티관

광개발의 이해관계자 유형을 참고하여(Lee, 2010), 공공부

문은 숲길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중

앙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분하였고, 민간부문은 지

역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사업체, 민간단체, 전문가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사례별로 도출된 네트워크

특성을 토대로 Narelle and Dianne(2010)가 제시한 거버넌

스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국내 숲길 운영·관리의 이해관

계자 참여형 운영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해관계

자 구조와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먼저, 커뮤니티관광개발의 이해관계자 유형을 바탕으로

국내 대표 숲길의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들

간의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숲길의 이해관계자 네트워

크 특성을 파악하고, 커뮤니티관광으로서 이해관계자 참

여에 의한 숲길 운영·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은 개

별적 속성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통계적 방법론에서

벗어나 개별 행위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적 속성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방법론으로써 특정 집단의 연결망

형태, 구조의 특징을 도출하고 그 특성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Kim, 2007). 연결망 분석의 특징을 사회적

현상에 접목시켜 분석한 것이 사회연결망분석이며(Lee et

al., 2011), 최근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이해

하기 위한 담론으로써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Lee,

2012). 

사회연결망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행위자간의 관계분

석을 통해 숨어있는 구조적인 연결패턴을 발견해 도식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체적인 수준에서 조직간 관계

의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구조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직들을 판별해냄으로써

연결망의 효율성 내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통한 정

책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Lee, 2010). 최근 이해관

계자 갈등관리를 위한 연구와 거버넌스 연구에 활발히 활

용되고 있으며, 지역관광개발연구에서도 관광개발과정에

서의 이해관계자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Lee and Kang, 2010; Lee et al., 2006; Lee et al.,

2005; Hong, 2006). 

국내 주요 숲길 운영·관리 이해관계자의 구조적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대표 숲길인 ‘지리산 둘레길’, ‘울

진 금강소나무 숲길’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각 사례별 숲길 운영관

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주요 이해

관계자는 Table 2, 3과 같다. 

구체적인 설문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지역주민, 민간

단체 및 조직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숲길이 여

Table 1. Types of governance in community tourism development (Narelle and Dianne, 2010).

Type Characteristics

Council-led network, Lead
organization-governed network

·A network that is established and led by council is an example of this lead organisation governance
arrangement 

·Networks wherein a lead organisation takes a central coordinating role, facilitating and enabling
collaboration, often contributing in-kind support and leadership. 

·Power is generally centralised and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may be top-down

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TO-led network

·The networks wherein a separate administrative entity is established specifically to undertake
governance activities.

·Administrative unit operates as a central node for communication, coordination and decision-making.

Participant-governed network

·Networks wherein members themselves collaborate to achieve goals that would otherwise be outside
the reach of individual stakeholders

·Participant-governed network relations are generally decentralised, less formal and dependent upon
the social and human capital that exists in its members

·A grassroots community network is an example of this governance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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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시·군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 경우, 가장 운영이 활발

한 구간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를 조사하였으며,1) 지역주

민들의 경우 숲길과 관련된 민박이나 쉼터 등을 운영하는

마을 주민과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각 사례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 약 한 달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조직을 대상으로 한 기

관용과 마을이장 및 민박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주

민용의 2가지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첫 번째 이해관계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으로 이름, 성별,

거주지, 근무기간, 거주지, 숲길과 관련된 담당업무를 기

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조사를 위한 항목으로 각각의 사례별 숲길 조성 및 운영·

관리와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제시하고, 논의관계

및 민원제기·수렴관계, 정보제공관계, 의사결정관계에

어떤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질문의 형식은 응답자로 하여금 다른 응답자의 소속과 이

름을 기입하도록 하는 NGO(Name Generator Questions)

방식을 활용하였다.

지리산 둘레길의 경우 남원시 구간을 중심으로 한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산림청(KFS, Korea Forest

Service),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KMSC, Korea Mountain

trekking Support Center), 남원시청 관광과의 행정기관에

1)네트워크 조사의 경우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구조, 정보의 이동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로서, 운영이 활

발하지 않은 곳인 경우, 너무 단순하거나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아 의사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의 구조 등을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이에 지리산 둘레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모두 운영이 활발한 구간을 선택하여, 그 구간을 중심으로 한 이해

관계자를 조사하였다.

Table 2. Interviewee & Contents.

Date Interviewee Contents of interview 

2012.09.20.
~
2012.09.23

Public Sectors

− Korea Forest service
− Korea Mountain trekking 
   Support Center (KMSC)
− Local Authorities

− Stakeholders in each trail   management 
− Trail management system 
− Backgrounds of trail development
− Problems about trail management
− Ways to improve the trail management & services 
− Stakeholders in each trail management 
− Trail management system 
− Backgrounds of trail development
− Problems about trail management
− Ways to improve the trail management & services 

Private Sector

− Inc. Association Trail & Information center
− Inc. Association Uljin Trail & Information center
− Local people
− Owners of B&B in forest trail

Table 4. Basic forms of NGQ(Name Generator Questions).

When you needed informations about trail management, 
What institutions and whom did you ask for? 

Affiliation Name

1st □□□ ○○○

2nd □□□ ○○○

3rd □□□ ○○○

Table 5. Items of questionnaire.

Items Contents

Discussion
Who do you discuss about Jiri way management
when you were working on? 

Information
Exchange

When you need information about Jiri way,
Whom do you ask for?

Complaints
When you received complaints from users of Jiri
trail, Whom do you ask or discuss to solve the
problems?

Decision
Making

When you have to make decisions about Jiri way
management, with whom do you discuss about? 

Future
Participation

Who(or What) do you think the people (or organi-
zations) that are needed to participate to improve
works about Jiri way management? 

Table 3. Stakeholders in forest trail's management.

Sectors
Main Stakeholders for managing 

trails(Jiri way & Uljin trail)

Public  Institutions

Korea Forest Service (KFS)

Korea Mountain trekking Support
Center (KMSC)

Regional office of KFS

Regional National Forest Office

Namwon cityhall

Uljin-Gun 

Private 

NGOs, NPOs*

Inc. Association Trail & Information
center

Inc. Association Uljin trail & Information
center

Individuals

Local people related to each trail

Owners of B&B in forest trail

Local Businesses 

*Non Profi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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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3인과 마을이장 및 민박운

영자 21인, 남원시 구간 안내 및 정보제공 역할을 담당하

고 있는 인월안내센터 근무자 12인 총 36인의 설문 응답

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산림청, 등산트레킹지원센터, 남원시청 관광과

및 남원시 구간 안내 및 정보제공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근무자의 경우 평균 근무기간은 3.41년으로 모두 관련 업

무를 1년 이상 수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을이장

및 민박운영자 21인의 경우 평균 거주기간 약 48년으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금강소나무 숲길은 1, 3 구간을 중심으로 이해관계

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행정기관의 경우, 산림청, 남부지

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울

진군청 산림과의 5개 기관의 숲길 업무 관련 담당자 5인

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역주민의 경우 두천1리, 소광2리

에 거주민 중 민박 및 숲길 안내인으로 활동하는 11인을

설문 대상으로 하였다. 그밖에 민간 단체 소속은 예약 탐

방객 관리 및 숲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금강소나무숲

길 안내센터’ 소속 5인, 생태교육 및 금강송을 재료로 한

공예품을 제작·판매하면서 수익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

는 (사)울진숲길 소속 6인을 비롯해 울진읍에 거주하면서

숲길안내 활동을 하고 있는 5인, 총 32명을 대상으로 네

트워크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데이터는 크게 노드(node)와 링크(link)으로 구

성되며, 점들이 선으로 연결된 집합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노드’는 쉽게 말해 응답자 혹은 응답자가 특

정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선택한 대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

다. 즉 본 연구의 경우, 설문의 대상이 되는 숲길 운영관

리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노드로 표현된다. ‘링크’는 노드

들 간의 관계, 상호 작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링크는 방

향(direction)과 강도(weight)를 가질 수 있는데, 방향은 정

보의 전달이나 관계에 있어 발신과 수신을 의미하고, 강

도는 관계의 횟수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Kim et al.,

2013).

네트워크 데이터는 크게 1-모드(mode)네트워크와 2-모

드 네트워크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1-모드 네트워크의

경우 동질적인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가령 ‘A와 B는 친구다’라는 관계를 얘기할 때, A와 B는

모두 사람으로 노드의 속성이 동질하기 때문에 1-모드 네

트워크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2-모드 네트워크

의 경우, 노드의 속성이 동질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숲길 운영관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설문 응답자들에게

정보교류나 민원제기 등에 있어 어떤 기관의 누구와 관계

를 맺는지에 대해 설문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기관의 관계가 모두 파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였다. 하

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각자 정보를 교류하고 논의하

는 관계에 대해 개인의 이름을 기입하는 것보다는 소속기

관을 위주로 기입한 응답이 많아, 네트워크 분석의 데이

터 구조는 2-모드 네트워크 구조의 Linked list 형식의 데

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사회연결망 분석 프로

그램인 NetMiner 4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및 분석

1. 지리산 둘레길의 운영·관리 네트워크 구조 

1) 논의관계 

논의관계 네트워크는 각 설문응답자가 둘레길 관련 담

당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믿고 논의하는 사람이

어디에 소속된 누구인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2-모드 네

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데이터 특성상 방향은 구

분되어 있지 않다. 지리산 둘레길 운영·관리 이해관계자

36명의 응답자가 선택한 기관을 대상으로 degree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지만 둘레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업무의 지원 역할을 하는 행정조직과 민간

조직이 주요 이해관계자로 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해관계자 36명이 둘레길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때 가장 믿고 논의하는 주체로 ‘인월안내센터’,

‘남원시청’, ‘(사)숲길 사무국’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해관계자 연결망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인월안내센터가 남

원시청(행정)과 민간[지역주민, (사)숲길]을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인월

Table 6.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in Jiri way.

Variables Frequency %

Sex
Male 25 69.4

Female 11 30.6

Age
(Average 55.8) 

20s - -

30s 5 13.9

40s 7 19.4

50s 9 25.0

Over than 60s 15 41.7

Table 7.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in Uljin trail.

Variables Frequency %

Sex
Male 18 56.3

Female 14 43.8

Age
(Average 53.3)

20s - -

30s 3 9.4

40s 10 31.3

50s 8 25.0

Over than 60s 11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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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센터 및 남원시청과 논의관계를 주로 맺고 있는 것과

달리, 행정기관 소속의 이해관계자의 경우, 지역주민들과

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적게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보교류관계 

정보교류 네트워크는 각 설문응답자가 둘레길 관련 담

당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보가 필요할 때 주로 이야기

를 나누는 사람이 어디에 소속된 누구인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인월안내센터와 (사)숲길 사무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기관소속 근무자들이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은 정보교류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

뷰에서도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둘레길과 관련된 특별

한 정보교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인월안

내센터와 숲길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핵심이해관계자들

과 주변 이해관계자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3) 민원제기·수렴관계 

민원 네트워크는 각 설문응답자가 둘레길 관련 담당업

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

로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는지 조사하였다. 기관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해 누구와 관

계를 맺는지를 설문하였고, 지역주민의 경우 숲길 운영·

관리 활동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누구에게 제

기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지역주민들이나 기관 모두 민원을 제기하지

만 민원을 수용하고 해결하는 구조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둘레길 조성 초기부터 지금

까지 제기된 부분으로, 숲길 운영·관리에 있어 주체별

역할이 불분명한 부분에서 오는 결과이다. 

4) 의사결정관계 

의사결정 네트워크는 각 응답자가 둘레길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해야할 때, 주로 관계를 맺

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였다. 주목해서 볼 점은 지

Table 8. Network analysis on discussion about Jiri way management.

Sub-nodeset Degree Networks

Korea Forest Service (KFS) 3

 

Western regional office of KFS 2

Korea Mountain trekking Support Center (KMSC) 1

Namwon cityhall 11

Inwol information center 21

Gurye information center 1

Local expert 2

Local resident 3

private corporation 1

Inc. Association Trail 11

Hadong information center 1

Local office (myeon office) 5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 1

Table 9. Network analysis on information exchanges about Jiri way management.

Sub-nodeset Degree Networks

Korea Forest Service (KFS) 1

 

Western regional office of KFS 2

Korea Mountain trekking Support Center (KMSC) 1

Namwon cityhall 4

Inwol information center 20

Hadong information center 1

Local expert 2

Local resident 2

Inc. Association Trail 11

Local office (myeon office) 1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 1

et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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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민들과 기관 관계자들의 의사결정 네트워크 부분이

다. 인월안내센터나 (사)숲길 사무국에 속한 응답자의 경

우, 기관 내부에 의사결정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역주민들의 경우에는 주민들 간의 의사결정 네트워크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숲길 운영관리의 핵

심 이해관계자인 (사)숲길과 안내센터가 지역주민들과

의사결정 구조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사)숲길이나 안내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숲길 운

영에 있어 의사결정 및 조정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 결과 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이해에 어긋

나는 둘레길 운영·관리에 대한 안건에 반대하고 마을

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하고

있다. 

5) 참여의사 

참여의사 네트워크는 향후 둘레길의 운영·관리와 관

련된 거버넌스 조직을 구축함에 있어서 참여가 필수적인

주체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 응답자에게 둘레길 업

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활발한 참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산림청, 남원시청, 인월안내센터, 지역주민,

(사)숲길 사무국 등이 향후 활발한 참여를 원하는 주체로

가장 많이 지목되었다. 향후 둘레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를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산림청와 남원

시청 등이 주요 이해관계자로 참여해야 할 것이며, 그밖

에 지역주민과 (사)숲길 사무국과 같은 민간 레벨의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

후 구축되는 거버넌스 조직은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의사

결정 및 조정 기능이 있는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울진금강소나무 숲길의 운영·관리 네트워크 구조

1) 논의관계 

울진금강소나무 숲길의 논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중

심성이 크게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사)울진숲길, 금강소나

무숲길안내센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국유림관리

Table 10. Network analysis on complaints about Jiri way management.

Sub-nodeset Degree Networks

Korea Forest Service (KFS) 1

Western regional office of KFS 2

Namwon cityhall 11

Inwol information center 21

Gurye information center 2

Hadong information center 1

Local expert 1

Local resident 4

Inc. Association Trail 10

Local office (myeon office) 9

Korea Mountain trekking Support Center (KMSC) 1

etc.(police substation) 2

Table 11. Network analysis on decision making about Jiri way management.

Sub-nodeset Degree Networks

Korea Forest Service (KFS) 1

 

Western regional office of KFS 2

Korea Mountain trekking Support Center (KMSC) 1

Namwon cityhall 1

Inwol information center 15

Gurye information center 2

Hadong information center 1

Local expert 2

Local resident 17

Inc. Association Trail 11

Local office (myeon offi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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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주도적으로 금강소나무숲길의 운영·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울진숲길과 금강소나무숲길 안내센터가

민간과 행정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정보교류관계 

정보교류 네트워크의 분석 결과, 금강소나무숲길안내센

터가 정보 수발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금강소나무숲길안내센터는 한국

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직영 관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본래 (사)울진숲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로 울진

국유림관리소와의 협력에 의해 초기부터 관리·운영되어

왔으며, 현재도 운영구조의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탐방객

예약 업무와 관련 정보의 안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한 금강소나무숲길의 경우, 소광리와 두천리를 중심으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숲길 안내자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참여를 보이고 있어, 숲길 안내자 사이에서의

정보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있는 것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민원제기·수렴관계 

금강소나무숲길의 민원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안내

센터를 중심으로 민원을 수용하고 대응하는 구조인 것으

로 나타났다. 지리산 둘레길의 민원 대응구조가 산발적인

것에 비해 금강소나무숲길의 경우 일원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리산 둘레길에 비해 조성 규모가 작고,

5개 시·군에 걸쳐 다양한 레벨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구

조에 비해 단순한 이해관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관

광개발로서 숲길의 운영·관리 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

Table 12. Network analysis on future participation about Jiri way management.

Sub-nodeset Degree Networks

Korea Forest Service (KFS) 6

 

Western regional office of KFS 1

Korea Mountain trekking Support Center (KMSC) 5

Namwon cityhall 15

Inwol information center 11

Gurye information center 2

Hadong information center 1

Local expert 2

Local university 1

Local resident 10

Local press 1

Private corporation 1

Inc. Association Trail 9

Local office (myeon office) 1

JTDA (Jiri Mt. Tourism Development Association) 1

Table 13. Network analysis on discussion about Uljin Trail management.

Sub-nodeset Degree Networks

Korea Forest Service (KFS) 1

Uljin national forest Office 18

Korea Mountain trekking Support Center (KMSC) 4

Inc. Association Uljin Trail 9

Uljin trail Information center 20

Green Korea(NGO) 3

Guides of Uljin trail 2

Local residents 5

Uljin Gu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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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위해서는 민원을 수렴하고 대응하는 일원화된 창구

가 필요하다. 실제로 금강소나무 숲길의 경우, 민원에 대

응에 있어 안내센터를 중심으로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

군청이 함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

확인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통해 민

원발생 사항을 공유하고 행정기관과 민간섹터간의 역할

을 분담하여 대응하고 있다.

4) 의사결정관계 

의사결정 네트워크의 경우, 울진국유림관리소가 의사결

정의 핵심 주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강소나무숲길

이 조성된 토지가 대부분 국유림인 것에 기인하며, 사유

지를 통과하는 다른 숲길보다 이해관계자 구조가 단순하

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숲

길안내센터도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의사결정의 핵심

주체로 나타나고 있다. 금강소나무 숲길의 경우, 국내 숲

길 중에서도 예약탐방제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하루, 연간 인원을 제한하여 탐방객 가이드제로 운

영하고 있다. 이에 숲길의 많은 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예약탐방객을 관리하는 안내센

터의 경우, 숲길의 운영·관리와 관련한 안건에 대해 함

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다. 

또한 지리산 둘레길의 경우는 인월안내센터나 (사)숲길,

남원시청 등이 마을 내부의 숲길 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거나 조율하는 기능이 없었던 것과 달리 금

강소나무 숲길의 경우,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숲길 안내센

터를 중심으로 의사결정 및 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보다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

5) 참여의사 

금강소나무 숲길의 운영·관리의 거버넌스 주체로는

울진국유림관리소, 금강소나무숲길 안내센터, 울진군청,

지역주민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진군청의 보다 적극

Table 14. Network analysis on information exchanges about Uljin Trail management.

Sub-nodeset Degree Networks

Korea Forest Service (KFS) 1

Uljin national forest Office 16

Korea Mountain trekking Support Center (KMSC) 4

Inc. Association Uljin Trail 9

Uljin trail Information center 18

Green Korea(NGO) 4

Guides of Uljin trail 7

Local residents 1

Local experts 1

Uljin Gun 5

Southern regional office of KFS 1

Table 15. Network analysis on complaints about Uljin Trail management.

Sub-nodeset Degree Networks

Korea Forest Service (KFS) 1

 

Uljin national forest Office 2

Korea Mountain trekking Support Center (KMSC) 3

Inc. Association Uljin Trail 7

Uljin trail Information center 17

Green Korea(NGO) 1

Guides of Uljin trail 2

Local residents 7

Uljin Gu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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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강소나무숲길의 경우 숲길의 운영·관리와 관

련된 핵심역할 및 권한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안내센터

에 있어 울진군청의 지원이나 관련 역할 비중이 크지 않

은 상태이다. 하지만 (사)울진숲길 내 목공예 제작 및 생

태교육 팀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 활동을 지원하거나 숲

길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인력을 일부 지원하는 등 그

역할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또한 산림청을 비롯한 다

양한 정부부처의 지원으로 조성된 울진군 내 숲길을 서로

연계시키고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그 역할과 권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종합분석 

이상 국내 대표적인 숲길 2곳의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국내 숲길 운영·관리의 네트워크 특성을 분

석하였다. 

첫 번째, 지리산 둘레길의 경우 대표적인 중앙정부 주

도 및 지원형태의 숲길로 (사)숲길 및 구간 안내센터, 지

자체가 주요 이해관계자의 핵심 주체로 나타났다. 하지

만 정보교류 및 민원대응, 의사결정에 있어 허브 역할을

하는 주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전체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지리산 둘레길의 경우, 5개 시·

Table 16. Network analysis on decision making about Uljin Trail management.

Sub-nodeset Degree Networks

Korea Forest Service (KFS) 2

 

Uljin national forest Office 15

Korea Mountain trekking Support Center (KMSC) 3

Inc. Association Uljin Trail 9

Uljin trail Information center 17

Green Korea(NGO) 3

Guides of Uljin trail 7

Local residents 3

Uljin Gun 5

Table 17. Network analysis on future participation about Uljin Trail management.

Sub-nodeset Degree Networks

Korea Forest Service (KFS) 13

Uljin national forest Office 4

Korea Mountain trekking Support Center (KMSC) 6

Inc. Association Uljin Trail 12

Uljin trail Information center 8

Local residents 3

Private coporations 1

Uljin Gun 15

Southern regional office of KFS 2

So-Kwang 2 4

Du-Cheon 1 1

So-Kwang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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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걸쳐 조성된 장거리 트레일로 규모나 이해관계자

의 레벨이 다양하고 토지 소유 구조도 사유지가 많은 비

중을 차지해 국내 여타의 숲길보다 운영·관리의 이해

관계자 구조와 역할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두 번째, 울진 금강소나무숲길의 경우, 지리산 둘레길과

마찬가지로 산림청의 지원을 통해 조성된 국가 숲길의 대

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지리산 둘레길과 차이점은 상대

적으로 숲길의 조성 규모가 작고 이해관계자 구분이 명확

하다는 점이다. 토지 소유구조 또한 국유림이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어 숲길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 상대적으

로 적은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울진 국유림 관리소

를 중심으로 금강소나무숲길 안내센터와 협력구조를 갖

추고 있으며, 예약 탐방제 등을 통해 무분별한 숲길의 이

용과 개발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사례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Narelle and Dianne(2010)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 관광거버

넌스 유형을 활용하여 국내 숲길의 운영·관리 유형을 구

분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세 가지 네트워크 유형별 특징

에 따라 국내 숲길의 거버넌스 유형을 살펴보면 지리산

둘레길이나 울진금강소나무 숲길의 경우 행정주도형 네

트워크로 분류할 수 있다. 숲길의 조성과 관련된 재원이

행정기관에서 지원되고,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행정의 권

한이 많이 개입되는 특징을 나타내며, 탑다운 방식의 커

뮤니케이션이 주도적이다. 하지만 (사)숲길, (사)울진숲길

과 같은 조직들이 민간과 행정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

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등 교류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

으로 볼 때, 네트워크 관리 거버넌스의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지속가능한 커뮤니티관광개발은 특정한 사회, 문화 맥

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Narelle and Dianne, 2010). 효과

적이고 효율적인 지역 거버넌스를 조합하고 그것의 강점

과 약점을 이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관광계획의 실행에

핵심요소이다. 국내 대표 숲길 2곳의 사례 모두 숲길의 지

속가능한 운영·관리를 통해 지역에 많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효과를 가져 오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의

부족과 각 지역의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서로 다른 형태

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운영·관리 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숲길

운영관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맺고 의사결

정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조직체가 반드시 필요

하다는 점이다. 중심조직은 앞에서 구분한 거버넌스 유형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이나 (사)숲길, (사)울진숲길 등

과 같은 조직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체들의 역

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국내 대표 숲길 2곳의 경우, 모두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길이 조성되었으며, 조성 이후 숲길의 운영·관리에 대해

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업무는

민간단체나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대부분은 안내센

터를 운영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길을 보수하고 지역

민과 방문객의 민원대응, 숲길 관리 인력의 양성 등 종합

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숲길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었다. 

지리산 둘레길의 경우, (사)숲길 및 구간안내센터, 지자

체가 핵심 이해관계자지만 정보교류 및 민원대응, 의사결

정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가 집중화 되지 않아 숲길 운영

및 관리 조정 기능이 부족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금강소

나무숲길의 경우, 조성 초기부터 숲길의 운영·관리에 있

어 국유림관리소가 중심이 되어 안내센터와 협력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약탐방제 등을 통해

무분별한 방문, 숲길과 관련된 개발활동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숲길의 운영관리구조를 살펴본 결과 숲길의 효

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조성의 주체와 관계없이 이

해관계자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체는

정부, 지방행정, 민간단체 등이 지역의 상황에 맞게 수행

할 수 있다. 국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길을 조성한 주

체와 관계없이 조성 이후 운영관리에 있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림청이 전반적인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제

로 지역에 조성된 길의 운영관리 및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나 지방산림청이 주도하고 있으

나 점차 민간으로 그 역할을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Kang(2005)의 연구에서도, 공공부분의 이해관계자는 중

앙정부 차원의 경우,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경우 기획

자 및 조정자, 사업자,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고, 민간부분의 경우 커뮤니티관광으로 인해 발생하

는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지역의 자원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는 등 관광

계획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커뮤니티관광개발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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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가 지향하는 가치, 관광명소, 서비스, 마케팅, 관광

조직의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커뮤니티관광개발의 대표

적인 사례인 국내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을 살펴

보았을 때, 현재 가장 취약한 부분이 숲길을 통해 커뮤니

티가 얻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커뮤니티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허브기능의 체계

와 역할에 대한 부분이다. 커뮤니티관광개발로서의 숲길

이 보다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생태관광, 대안관광으로서의 숲길을 찾는 방문객들의 니

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와 기회를 제공하고, 숲

길을 통한 커뮤니티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논의

하고 교류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내 숲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논문으로, 향후 숲

길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유

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조사 당시 운영

이 활발했던 일부 구간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

으로 조사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논문이기 때문

에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숲길

운영·관리 부분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향후

국내 주요 숲길의 정기적인 운영·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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