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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명상숲 조성･운영에 대한 학교와 지자체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명상숲 우수사례로 선정된 학교의 교사 

45명과 명상숲이 조성되어 있는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교교사는 명상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환경미화를 위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꼽았다. 명상숲 조성 면적, 명상숲 조성 

후 학교환경, 명상숲 활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명상숲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또한 명상숲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담당공무원도 명상숲 조성 효과로 학교환경 개선을 가장 높게 인식했으며 명상숲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로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력, 유지관리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명상숲의 조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 schools and local governments were aware of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school forests. A survey was conducted of 45 teachers of schools selected as having the 
best practices in the school forest and 153 local government officials within the district where the school forests were 
built. The school teachers attributed the necessity to create school forests to the importance of beautifying the 
environm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rea in which the school forest was created, the school environment after 
the school forest was created, and use of the school forest were generally satisfactory, but maintenance of the school 
forest was not somewhat unsatisfactory. Additional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ntinuous maintenance was necessary 
for the effective use of the school forest, and there was a great need for professional personnel to conduct the maintenance 
program. Furthermore,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cognized that beautification of the school environment was the best 
effect of creating the school forests. They also realized a great need for local government’s support of a maintenance 
program and its cooperation with related ministries and agencies to create and operate the school forest. Thus, it is 
crucial to devise measures for maintenance and to establish a system by which schools and local governments can 
work closely to promote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these school 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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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숲은 생물들과 나무가 더불어 모여서 생활하는 터전으

로 인류는 예로부터 숲에서 살아왔다. 그렇기에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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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숲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을 갖고 있으며 자연의 

품에서 가장 큰 평화를 느낀다(Shin, 2000). 하지만 최근 

현대사회는 자연을 도외시한 채 추진된 경제개발로 인하

여 우리에게 친숙한 자연공간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점차 아이들은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 자연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졌다(Park, 2008). 또

한 과도한 과외학습 및 전자오락이나 컴퓨터 등으로 공

동체적인 활동보다는 개인주의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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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사회성 및 정서가 메말라 가고 있다(Bea, 2006).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림청은 학생들이 일상생

활의 절반을 보내는 학교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함으

로써 학생들이 가까이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자연과 친숙

해질 수 있도록 명상숲1) 조성을 전역에 확대하고 있다.

명상숲이란 학교 안에 다양한 초본류, 목본류 등 식물

이 어우러져 소음방지, 기후조절, 방풍 등의 환경적 기능

을 수행하고 자연학습, 관찰 및 환경교육 등 교육적 기능

과 신체 및 정신적 건강 기능을 제공하는 숲을 말한다

(Ryu, 2003).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

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명상숲으로 정의하고 있

다. 명상숲은 1999년 (사)생명의숲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2001년부터 산림청이 주관하

여 추진하다가 2010년부터는 산림청과 지자체의 공동사

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국에 걸

쳐 1,659개의 명상숲이 조성되었으며, 이는 전국 학교 수 

대비 14%를 차지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8; Korea 

Forest Service, 2018). 

명상숲은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학교

는 도심 곳곳에 위치하여 숲을 조성하면 도시 내 미기후 

조절기능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명상숲 조성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주민의 참여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유대감 형성과 지역공동체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명상숲이 있는 경우 쉬는 시간 및 방과 후에도 학

생들이 숲에서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고, 명상숲 주변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on and Ha, 

2013). 특히 명상숲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로 명상숲 조성이 아동의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주며

(O’Brien and Murray, 2007), 학생들에게 숲에 대한 긍정

적 태도 형성과 공격성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

과가 있다(Son and Ha, 2013). 또한 학생들의 기질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쳐 숲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학교 학생보다 주의집중성, 지속성이 높게 나

타나 학업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and Ryu, 

2004; Nawaz and Blackwell, 2014). 학생들의 명상숲에 

대한 만족은 전반적인 학교 행복감, 즉 환경에 대한 만족,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심리적 안정 등의 증진에 기여하

1) 산림청은 2015년에 기존 ‘학교숲’ 명칭을 ‘명상숲’으로 변

경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학교숲’과 

‘명상숲’을 ‘명상숲’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5). 

이와 같이 명상숲이 학교 구성원, 특히 학생들에게 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편 명

상숲이 주는 효과와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상숲을 둘러싼 주체자들이 가지는 인식 및 요구도 연구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명상숲 인식에 관해 진행

된 연구를 살펴보면 Lim(2005)은 명상숲을 이용하는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해 연구

를 실시하였다. 명상숲 이용자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선사항으로 휴식시설과 관리상태 개

선을 꼽았다. Cho and Park(2006)은 학교 구성원의 명상숲 

인식과 바람직한 숲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학

교 구성원들은 명상숲 조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명상숲 형태는 자연 그대로의 숲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Byeon et al.(2008)은 지역주민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명상숲 인식 및 이용실태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

는데 명상숲의 이용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주로 휴식 및 

산책을 위해 이용하였고, 교사들은 주로 자연관찰 및 학습

을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 et al.(2011)은 명

상숲의 식재현황 및 인식 분석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고 수종의 선호도를 분석하였으며, Kim et 

al.(2018)은 초등학교 내 명상숲 기능에 관한 교사-학생간 

인식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명상숲에 대한 인식 

연구는 주로 학생, 교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

다. 한편 명상숲 조성사업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

체 담당자의 명상숲 인식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명상숲 조성 및 운영에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교사와 지자체 담당공무

원의 인식 및 요구도를 분석함으로써 명상숲 조성과 활

용⋅관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명상숲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주체자의 인식 

및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림청이 선정한 명상숲 우

수학교 49개(’17년 기준) 중 선정이 중복되거나 소실된 학

교를 제외한 총 45개 학교의 교사와 명상숲이 조성되어 

있는 시군구 단위 236개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을 명상숲 우수학교로 선정

한 이유는 명상숲의 조성 취지를 잘 이해하고 운영이 적극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경우 이

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으로 명상숲 

조성 사업의 중요한 주체자로서 향후 명상숲 조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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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라 판단하였다. 

2.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동반하여 학교교사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상숲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명

상숲 운영현황 및 인식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Cho, 

2005; Forest for Life, 2007; Jang, 2009; Korea Forest 

Service, 2013)와 관련 연구진 및 산림청 정책입안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하였다. 설문대상별 조사내용은 교

사의 경우, 명상숲 조성의 필요성, 명상숲 조성 후 만족

도, 명상숲 정책 및 활용, 명상숲 활용 및 관리의 필요사

항 등으로 구성하였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경우 명상

숲 조성 효과, 명상숲 정책 만족도, 명상숲 조성⋅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명상숲 정책 수행의 장애요

인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문항은 내용별로 5점 리커트 

척도 및 순위형,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설문조사는 2018년 5월 말~ 7월 중순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을 통해 회수

Division Question
Measurement

method

Teacher

Necessity of school forest 
creation

Necessity of school forest creation

Five-point
Likert scale

Necessity for natural experience education

Necessity for environmental beautification

Necessity for community interchange

Satisfaction after the creation of 
school forest

Satisfaction of creation area in school forest

Satisfaction of school environment after the creation of school forest

Satisfaction of school forest utilization

Satisfaction of school forest management

Policy and utilization of school 
forest

Necessity of maintaining school forest policy

Willingness of active participation in creating, utilizing and managing

Be open for community residents

Reduce playground and expand the school forest

Essential items for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school forest

Essential items for effective utilization of school forest Ordinal scale

Difficulties of school forest utilization and management
Open-ended

questions

Government
official

Effects of school forest creation

School environment improvement

Five-point
Likert scale

Educational environment improvement

Community environment improvement

Regional economy vitalization

Satisfaction of school forest’s 
policy

Satisfaction of school forest's policy enforcement

Appropriateness of maintenance of school forest creation policies

Local government's roles for 
activating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school forest

Cooper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and organization

Post management support

Business budget support

Consulting for business

Strengthening of PR

Direct execution of business 

Connection system construction with private resources

Execution of contracting-out of business

Obstacles to the enforcement of 
school forest policy

Budgetary deficit

Workforce shortage in the department

Cooper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and organization

Lack of community attention and awareness

Vulnerabilities of the regional related business conduct

Lack of the officer's professionalism

Local government head's interest lack

Improvements of school forest policy
Open-ended

questions

Table 1. Surve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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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조사대상별 설문 응답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교사

의 경우 모든 학교에서 설문에 응답하여 총 45부가 회수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경우 총 236개 

지자체에서 173개 지자체가 설문에 응답하였고, 그 중 응답

이 명확하지 않게 작성된 설문지 23부를 제외하여 153부 

설문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학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 7개(15.6%), 전남 6개

(13.3%), 울산 5개(11.1%)가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는 경기 

32개(20.9%), 강원 17 지자체(11.1%), 경남 16 지자체

(1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

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다중응답분석, 신뢰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신뢰도분석은 설문 항목 중에서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한 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

시하였다. 항목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통

해 확인하였다. 학교교사 설문 항목의 Cronbach’s α 계수

는 .843과 지자체 담당공무원 설문 항목의 Cronbach’s α 

계수는 .704로 나타났다(Table 3).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학교교사는 남성 28명(62.2%)과 여성 17명(37.8%)으로 

남성이 많았고, 연령은 40대(44.4%)가 가장 높았다. 경력

은 25년 이상(26.7%)과 15년~20년 미만(22.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남성 88명(57.5%)

과 여성 65명(42.5%)이고, 30대(49.0%)의 비율이 높았다. 

해당 업무 경력은 1년~3년 미만(59.6%)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Table 4).

2. 학교교사의 명상숲 인식 및 요구도 분석 

1) 명상숲 조성의 필요성

명상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5점 만점에 4.16점으로 높

게 나타났고, 세부적으로 ‘환경미화를 위한 필요성(4.42

점)’과 ‘자연체험교육을 위한 필요성(4.18점)’을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지역사회교류를 위한 필요성(3.60점)’은 상

Region The number of schools(%)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 (%)

Busan - 3( 2.0)

Daegu 1( 2.2) 7( 4.6)

Incheon 3( 6.7) 8( 5.2)

Gwangju 4( 8.9) 4( 2.6)

Daejeon 3( 6.7) 4( 2.6)

Ulsan 5(11.1) 4( 2.6)

Gyeonggi-do 2( 4.4) 32(20.9)

Gangwon-do 7(15.6) 17(11.1)

Chungcheongbuk-do 3( 6.7) 8( 5.2)

Chungcheongnam-do 3( 6.7) 14( 9.2)

Jeollabuk-do 3( 6.7) 10( 6.5)

Jeollanam-do 6(13.3) 12( 7.8)

Gyeongsangbuk-do 1( 2.2) 11( 7.2)

Gyeongsangnam-do 2( 4.4) 16(10.5)

Jeju-do 2( 4.4) 3( 2.0)

Sum 45(100) 153(100)

Table 2. Number of survey responses by school and local governments.

Division Cronbach’s α

Teacher

Necessity of school forest creation .844

.843
Satisfaction after the creation of 
school forest

.645

Policy and utilization of school forest .611

Government
official

Effects of School Forest creation .823

.704
Satisfaction of school forest’s policy .612
Local government's roles for activating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school forest .730
Obstacles to the enforcement of school forest policy .821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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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낮았다(Table 5).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입장

에서는 환경개선과 자연체험교육을 위한 필요성을 우선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Byeon et al.(2008)의 연구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명상숲 조성을 찬성하는 질문에 4.04점으로 나

타났으며, 명상숲 이용목적으로 자연관찰과 학습을 위해 

이용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Chong(2001)의 연구에서

는 명상숲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교사일수록 조성

된 명상숲을 환경교육으로 활용하려는 빈도가 높았다. 그

러므로 명상숲 필요성 인식이 높은 교사일수록 명상숲 활

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2) 명상숲 조성 후 만족도 

현재 조성된 명상숲 면적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35.6%)’

과 ‘대체로 만족(35.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만족

(22.2%)’, ‘대체로 불만족(4.4%)’, ‘매우 불만족(2.2%)’ 순으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명상숲 면적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 대상지 45개 학교가 명상숲 조성으로 숲 

면적이 평균 945m2 증가하여 Jang et al.(2011) 연구에서 

경상북도 지역 9개 학교의 명상숲 조성으로 증가한 숲 면적 

1,071m2과 유사한 숲 면적 증가를 보였다.

명상숲 조성 후 학교환경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55.6%)’

이 가장 많았고, ‘대체로 만족함(35.6%)’, ‘보통(8.9%)’순으

로 나타나 모든 학교에서 명상숲을 통한 학교환경 개선의 

긍정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Kim et al.(2018)의 연구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명상숲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44%)’, 

‘보통(34%)’, ‘불만족(18%)’, ‘매우만족(2%)’, ‘매우 불만족

(2%)’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다. 만족 

요인으로 ‘계절변화’, ‘다양한 색과 모양의 나무’의 경관적

인 요소를 가장 많이 꼽아 본 연구에서 학교환경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명상숲 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함(37.8%)’이 

가장 많았고, ‘보통(26.7%)’, ‘매우 만족함(20.0%)’,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15.6%)’ 순으로 높게 나와 전반적으로 만족

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상숲 활용에는 교사와 학생

들의 휴식⋅놀이⋅교육적 공간, 지역주민 이용 공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명상숲 유지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55.3%)’이 가장 

많았고, ‘대체로 만족함(17.8%)’,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15.6%)’, ‘전혀 만족하지 않음(8.9%)’, ‘매우 만족함(4.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명상숲 활용 만족도와 비교하여 

명상숲 유지관리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명상숲 유지관리 인력 및 전문성 부재로 

Division
Teacher

Average Standard deviation

Necessity of school forest creation 4.16 0.88

Necessity for natural experience education 4.18 0.83

Necessity for environmental beautification 4.42 0.69

Necessity for community interchange 3.60 1.12

Table 5. Necessity of school forest creation.

Teacher Government official

Division Frequency(%) Division Frequency(%)

Gender
Male 28(62.2) Male 88(57.5)

Female 17(37.8) Female 65(42.5)

Age

Twenties 3( 6.7) Twenties 26(17.0)

Thirties 8(17.8) Thirties 75(49.0)

Forties 20(44.4) Forties 43(28.1)

More than Fifties 14(31.1) More than Fifties 9( 5.9)

Career
length

(relevant 
business

area)

Less than 1 years 5(11.1) Less than 1 years 19(12.4)

5 to 10 years 5(11.1) 1 to 3 years 91(59.6)

10 to 15 years 4( 8.9) 3 to 5 years 21(13.7)

15 to 20 years 10(22.2) 5 to 10 years 14( 9.1)

20 to 25 years 9(20.0) More than 10 years 8( 5.2)

More than 25 years 12(26.7) - -

Total 45(100) - 153(100)

Table 4. Responden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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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보고한 바 있다(Byeon et 

al., 2008; Jang et al., 2011; Kim et al., 2018).

3) 명상숲 정책 및 활용

명상숲 정책⋅사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4.33점’

으로 높게 나타났고, 명상숲 조성 및 활용⋅관리에 적극

적 참여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4.11점’으로 긍정적인 답

변이 나타났다. Byeon et al.(2008)의 연구에서 명상숲 가

꾸기의 교사 참여의사가 ‘3.43점’으로 나타나 명상숲 우

수사례로 선정된 학교 교사들이 명상숲 조성 및 활용⋅
관리에 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다. 명상숲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3.84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반면 운동장을 축소하고 명상

숲을 확대하는 것은 ‘2.64점’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

다(Table 7). Jang et al.(2011)연구에서도 운동장 축소 후 

명상숲 확대에 대해 ‘2.83점’으로 운동장 축소에는 대부

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4) 명상숲 활용 및 관리의 필요사항

명상숲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1순위는 

‘지속적인 명상숲 관리(22.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

순위는 ‘유지관리 예산지원(33.3%)’, 3순위는 ‘프로그램 

전문인력 배치(20.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명상숲 수

목관리, 시설물 관리, 예초작업 등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

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전문인력은 각 지자체

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명상숲코디네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명상숲 활용

을 위한 교사⋅학생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인식변화를 꼽

았고, 명상숲 활용 교재 및 프로그램 지원, 교사연수 지

원의 필요성으로 나타나 학교 자체적으로 명상숲의 활용

을 높일 수 있는 명상숲 활용 교재와 교사연수 지원이 보

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8). 

명상숲 활용⋅관리의 어려운 점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한 것을 분석한 결과, ‘수목관리(53.3%)’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목관리에는 병해충관리와 고사

Division
Teacher

The number of people Percentage (%)

Satisfaction of creation area of school 
forest

Very satisfied 10 22.2
Satisfied 16 35.6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16 35.6
Dissatisfied 2 4.4
Very dissatisfied 1 2.2

Satisfaction of school environment after 
the creation of school forest

Very satisfied 25 55.6
Satisfied 16 35.6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4 8.9
Dissatisfied - -
Very dissatisfied - -

Satisfaction of school forest utilization

Very satisfied 9 20.0
Satisfied 17 37.8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12 26.7
Dissatisfied 7 15.6
Very dissatisfied - -

Satisfaction of school forest management

Very satisfied 2 4.4
Satisfied 8 17.8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24 53.3
Dissatisfied 7 15.6
Very dissatisfied 4 8.9

Table 6. Satisfaction after the creation of school forest.

Division
Teacher

Average Standard deviation

Necessity of maintaining school forest policy 4.33 0.74

Willingness of active participation in creating, utilizing and managing 4.11 0.80

Be open for community residents 3.84 1.07

Reduce Playground and Expand the School Forest 2.64 1.13

Table 7. Policy and utilization of school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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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수목관리 인력부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유지관리 예

산부족(23.3%)’, ‘명상숲 프로그램 운영(13.3%)’, ‘치안 및 

민원문제(6.7%)’, ‘시설 노후화(3.3%)’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자유롭게 기술한 답변에서도 유지관리와 명상숲 프로

그램 활용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명상숲을 지역주

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생기는 치안 및 민원문제에 대해서

도 일부 어려움을 나타냈다(Table 9). 

3.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명상숲 인식 및 요구도 분석 

1) 명상숲 조성 효과

명상숲 조성 효과로 ‘학교환경 개선(4.34점)’, ‘교육환

경 개선(4.33점)’, ‘지역환경 개선(4.13점)’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높게 인식했다. 앞서 교사들의 명상숲의 필요성 

중 환경미화와 자연체험교육을 위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

한 것과 동일하게 지자체 담당공무원도 학교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을 가장 높게 꼽았다. 한편 일자리 창출과 

민간참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3.15점)’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Table 10). Kim et al.(2010)연

구에서 도시숲 조성 필요성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 설문

을 실시한 결과 평균 4.07점으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

으며, 추진목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4.46점)과 

지역의 생태경관적 가치 향상(4.25점)을 높게 꼽았다. 지

역의 일자리 창출(3.17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와 마찬가

지로 높게 인식하지 않았다.

2) 명상숲 정책 만족도

명상숲 조성⋅운영의 정책 시행 만족도에 대해 ‘대체로 

시행이 잘 됨(49.0%)’이 가장 높았으며, ‘보통(31.4%)’, ‘매

우 시행 잘 됨(16.3%)’, ‘대체로 시행 안 됨(2.6%)’, ‘전혀 

시행 안 됨(0.7%)’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명상숲 

Division

Teacher

The first place The second place The third place

N % N % N %

Continuous management of school forest 10 22.2 10 22.2 9 20.0

Budget support for maintenance 9 20.0 15 33.3 7 15.6

Assignment of program professional workforce 7 15.6 3 6.7 9 20.0

Active efforts of principal and teacher 8 17.8 4 8.9 2 4.4

Additionally planting a variety of plants 4 8.9 3 6.7 2 4.4

Teachers and students cognizance change 3 6.7 6 13.3 4 8.9

Teaching materials and programs utilizing school forest 2 4.4 1 2.2 8 17.8

School forest area expansion 2 4.4 - - -

Teaching training support utilizing school forest - - 3 6.7 4 8.9

Table 8. Essential items for effective utilization of school forest.   

Division
Teacher

Frequence Percentage (%)

Plant management 16 53.3

Budgetary deficit on maintenance 7 23.3

Operation of school forest program 4 13.4

Public safety and civil complaints 2 6.7

Deterioration of facilities 1 3.3

Table 9. Difficulties of school forest utilization and management.

Division
Government official

Average Standard deviation

School environment improvement 4.34 0.65

Educational environment improvement 4.33 0.63

Community environment improvement 4.13 0.76

Regional economy vitalization 3.15 0.93

Table 10. The effects of school forest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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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영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많았다. 명

상숲 조성 정책을 앞으로도 유지에 대한 적정성에 ‘대체로 

그렇다(43.8%)’가 가장 높았으며, ‘매우 그렇다(28.8%),’, 

‘보통이다(23.5%)’, ‘대체로 아니다(3.3%)’, ‘매우 아니다

(0.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1). 학교교사가 명상숲 정

책⋅사업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4.33점으로 높게 인식하

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상숲 조성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앞으로 제 2차 산림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약 

20%인 2,350개의 명상숲을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3) 명상숲 조성⋅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명상숲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로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력(4.25점)’, ‘조성 후 사후관리 지원

(4.13점)’, ‘사업 예산 지원(4.11점)’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담당공무원도 학교교사와 마찬

가지로 명상숲 조성 이후 사후관리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부처⋅기관과의 협력을 가장 높게 꼽아 

유지관리를 위한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컨설팅(3.8점)’, ‘홍보강화(3.64

점)’, ‘사업의 직접 수행(3.58점)’, ‘민간자원과의 연계체계 

구축(3.45점)’에 대해서도 지자체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

이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의 민간위탁 수행’에 대해서는 

2.86점으로 민간위탁 방식에서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Table 12).

4) 명상숲 정책 수행의 장애요인

명상숲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

로 ‘예산부족(3.5점)’, ‘담당부서 인력부족(3.18점)’,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력공조(3.04점)’을 높게 꼽았다. ‘지역

주민 관심 및 인식부족(2.81점)’, ‘지역 내 관련 사업 추

진의 취약성(2.75점)’, ‘담당자 전문성 부족(2.60점)’, ‘자

치단체장 관심 부족(2.44점)’은 상대적으로 장애요인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모든 장애요인들의 점수가 높지 않으

며 요인간의 점수 차도 크지 않아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3). 

명상숲 정책의 개선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여 

정리한 결과 ‘유지관리의 어려움(37.5%)’과 ‘예산문제

(37.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는 

유지관리 인력문제, 유지관리의 주체 및 학교⋅지자체간

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나타났

Division
Government official

The number of people Percentage (%)

Satisfaction of school forest's 
policy enforcement

Very appropriate 25 16.3

Appropriate 75 49.0

Uncertain 48 31.4

Inappropriate  4  2.6

Very inappropriate  1  0.7

Appropriateness of maintenance of 
school forest creation policies

Very appropriate 44 28.8

Appropriate 67 43.8

Uncertain 36 23.5

Inappropriate  5  3.3

Very inappropriate  1  0.7

Table 11. Satisfaction after the creation of school forest.

Division
Government official

Average Standard deviation

Cooper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and organization 4.25 0.68

Post management support 4.13 0.84

Business budget support 4.11 0.79

Consulting for business 3.80 0.68

Strengthening of PR 3.64 0.77

Direct execution of business 3.58 0.77

Connection system construction with private resources 3.45 0.83

Execution of contracting-out of business 2.86 0.95

Table 12. Local government's roles for activating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school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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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산문제는 명상숲 조성 및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하다

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전문인력 고용 및 운영의 어려

움(10.0%)’이 있으며, ‘명상숲 조성 공간 부족’, ‘홍보의 어

려움’, ‘기타의견’이 각각 5%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명상숲 조성 시 수종 선택의 어려움과 학교와의 협력체계

가 미흡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Table 14).

결  론 

본 연구는 명상숲 우수사례로 선정된 학교의 교사 45

명과 명상숲이 조성되어 있는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153명을 대상으로 명상숲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분석

하였다. 명상숲이 학교구성원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명상숲 조성 

및 운영에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

식 및 요구도 분석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교사는 명상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중요하게 인

식하고 있었으며 환경미화를 위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꼽았다. 지자체 담당공무원도 명상숲 조성의 효과로 학

교환경 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명상숲 조성 시 계절변

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종과 경관미를 고려한 배치

가 필요해 보인다. 학교교사는 명상숲 조성 면적과 조성 

후 학교환경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명상숲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다. 지속적인 명상숲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수목관리

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명

상숲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인력에 대

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담당공무원도 명상숲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학교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및 인력지원 등 실

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한, 학교 자체적으로 명상숲 활용⋅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명상숲 활용⋅관리 매뉴얼 보급과 전문가 컨설팅 

및 교사연수 지원에 대한 요구도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향후 명상숲 조성 및 

활용⋅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

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명상숲 조성 학교 중 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결과의 일반성을 제

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지역적, 내용적으로 확대하여 명상숲 조성 

및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 

명상숲이 학교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계량

적 가치평가를 통해 명상숲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

대 형성의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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