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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 국토의 64%는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국민은 산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왔다. 최근 들어 목재와 임산물은 물론 휴
양, 치유 등 산림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
만 산림 서비스 공급은 대부분 국가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주와
지역주민의 임업 및 산림관리에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반면, 전 세계
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가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달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정착시키고 지역주민에 의한
산림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과 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장 조사를 통해
국내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한편, 국외 문헌 분석을 통
해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유형화를 시도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유형별로 사례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심층 면담을 통해 모델 적용 시에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
한 정책 방안에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거버넌스의 구성, 기존 제도의 정
비와 활용,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수단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아무쪼
록 본 연구가 산림 정책에 십분 반영되어 산림과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금보다 더 많은 산림서비스가 국민에게 전
달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산림청 관계자, 지역주민, 산림경
영인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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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산림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정부 주도의 일방적 산림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
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정착시키고
국민에 의한 산림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역기
반 산림관리 모델과 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차년도 연구의 마지막 연구이다. 1차년도에 이어 추가로 발
굴해 낸 해외의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바탕으로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유형
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가 선택한 주된 연구방법은 현장조사이다.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
이다.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유형별로 사례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 심층면담,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모델 적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해결책을 모
색하였다. 또한, 국외의 경험과 지혜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생태계
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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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지역에 있는 산림을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민 공동의 의견에 따라 이용 또는 관리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본 정의에 부합하는 국내 제도는 국유림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 숲, 국유림보호협약, 국유임산물양여제, 국유림대부, 공동산림사업
과, 공유림을 대상으로 한 공유림경영, 사유림을 대상으로 한 대리경영과
선도 산림경영단지이다.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행태를 행정주도형, NGO 주
도형, 시민자율형으로 구분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역기반 산림관리는 행정
주도형이 대부분이라 판단된다. 또한, 제도별 이용행태에 큰 차이가 없음
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민의 지역 산림에 대한 이용률이 저
조하고, 이들 제도가 실제 주민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또한, 제도
와 절차가 복잡하여 참여자 수가 정체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에 있는
산림이 십분 활용되지 못하였다.
외국의 사례에 대해 이용목적, 자금출처, 주요 활동을 기준으로 유형화
를 시도하였다. 1차 연도에 실시한 국가 이외에 인도, 인도네시아, 탄자니
아, 브라질, 베트남에 대한 사례 조사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총 16개 국가
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유형을 ‘단순소득 창
출형’, ‘서비스소득 창출형’, ‘환경증진형’, ‘가치실현형’, ‘교육/여가형’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이 처한 경제‧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가 반드시 담아야 할 속성으로
‘산림자원의 경제적 활용 및 6차 산업화’와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산림복지 증진’을 선정하였다. 이 두 속성을 충실히 담아내기 위하여 한국
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유형을 크게 소득 창출형과 다원적 기능 활용형으
로 구분하고, 전자는 임산물 생산형과 산림서비스 제공형으로, 후자는 교
육/휴양형과 가치실현형으로 구분하였다.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기반 산림
관리 이용의사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유형별 성공 시범사례를 만들고 그
성과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추진 절차를 대상

v

지역 선정, 커뮤니티 형성, 산림관리계획 작성, 산림관리 이행, 산림관리
평가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임산물 생산형과 가치실현형을 제외하고
는 절차상으로 커뮤니티 형성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다른 이해관계자
와의 갈등 및 경쟁으로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약한 상태였다. 따라서 한국
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성
하고, 내실화를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례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델별 시범사업 추진, 국유림을 대상으
로 확대 추진, 사유림을 포함한 전체 산림으로 확산이라는 3단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주민, 산림전문가, 중간지원조직,
행정기관, 인증기관, 기업으로 구성된 완성된 형태의 커뮤니티 구조, 즉 거
버넌스의 형태를 특정하고, 구성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의사결정 기구의 형성과 커뮤니티 범위의 점진적 확
대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제도의 정비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의 개편, 상향식 사업물량 설정, 산림사업의 특수
성 반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포상 강화 및 감시권 부여, 소득과의 연
계성 강화, 사업의 전문성 강화, 커뮤니티 리더의 육성, 대국민 정보 제공
방안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에 따른 정책수단의 차별화된 적용 방
안을 제시하는 한편,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의 유연한 적용 방안
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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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Plan for Community Based Forest
Management in Korea (Year 2 of 2)
Background of Research
Sustainability is an important principle for managing the forest in all
over the world. Various researches concluded that sustainability of forest
can be accomplished by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people who live
near the forests. However, it was difficult for Korea to let local people participate in forest management.
This research aims to not only solve the various problems due to government-driven forest policies but also provide the new paradigm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pecifically,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find specific policy solutions for activating Korean community-based forest management(hereafter KCBFM).

Method of Research
To develop the KCBFM, we collected various cases of all over the
world. The cases of sixteen countries were categorized into a small number
of types. All these data was collected by literature review and sharing experience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the other hand, we investigated the eight Korean cases that were similar to foreign cases, and these cases also were categorized into a small
number of types.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KCBFM, we
conducted a survey, in-depth inter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 with
various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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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e define community-based forest management as use or management
of forests by local people who live near the forests through their consensus.
Among various Korean forest activities, (1) the national forest, (2) convention on national forest protection, (3) state-owned forest product concession, (4) national forest loan, (5) joint forest projects, (6) public forest
management, (7) consignment forest management, and (8) leading forest
management can be regarded as KCBFM.
The results show that most of these cases are not community-led but
government-l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layers and
activities. And system and process are complicated for local people. For
these reasons, local people did not want to utilize the forest near their
village. Moreover, local people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also did not get
a real income. Consequently, the number of participants has been stagna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ases of sixteen countries, we categorized
these foreign cases into five types as follows: (1) simple income-generating
type; (2) service income-generating type; (3) environmental enhancement
type; (4) forest value improving type; (5) education and recreation type. On
the other hand, eight Korean cases we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as follows: (1) producing forest product type; (2) providing forest services type;
(3) forest value improving type; (4) education and recreation type. The categorization of foreign and Korean cases differed because we should consider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situation of Korean forests.
To enable the KCBFM, we have to create successful pilot cases of each
type around the area where local people want to utilize their forests, and
it is necessary to spread the successful results to another area. In this study,
we defined the procedure applying KCBFM as follows: (1) selecting target
area; (2) formatting community; (3) creating forest management plan; (4)
implementing forest management; (5) evaluating forest management.
As results, the procedure of four types of KCBFM was staying in second
process, formatting community. Moreover, there were several problems due
to conflicts and competition with another stakeholder.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forest government to let local people make their community and
to moderate this problem in short term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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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on the survey, in-depth inter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 we
could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activating KCBFM. First, we suggested the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of KCBFM, which consists of
3-step procedure as follows: (1) promoting type-specific pilot projects; (2)
expanding projects in national forests; (3) spreading to forests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Second, we proposed good-governance for activating KCBFM. The governance consists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people, forestry experts,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government agencies, certification
bodies, and companies. We also indicated a specific role of each player in
governance and insisted that governance should form the independent decision-making body and the scope of governance should be enlarged to solve
the possible problems due to conflict and competition relation between
stakeholders.
Third, we proposed the ways of maintaining and utilizing the existing
institutions. Specifically, modifying forest management plans, a bottom-up
process in selecting the amount of forest activity, reflecting the uniqueness
of forest business were presented. Also, we suggested the policy instrument
for enhancing income and business expertise.
Fourth, we presented a differentiated application of policy measure under
each type of KCBFM. Finally, we also presented a flexible application of
policy instrument when more than two types of KCBFM proceeded
simultaneously.
Researchers: Seok Hyundeok, Koo Jachoon, Jeong Jaeho, Choi Junyeong,
Kwak Junyeong, Lee soyeong, Kim Nari
Research period: 2015. 1. ~ 2015. 12.
E-mail address: hdseo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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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산림관리 정책과 국민의 관심으로 일제에 의한
자원수탈과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산림을 성공적으로 복원하였지만, 중앙
집권적 산림관리 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동
적으로 집행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지역 특색을 고려
한 자율적인 산림경영체계의 정착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
였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이 산림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원칙은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림을 경영할 것을 요구하
고 있으며, 특히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속가능 산림경
영평가에서는 ‘토착민의 권리’, ‘지역사회와의 관계’, ‘사회 영향평가 및 의
견수렴’, ‘지역경제의 강화 및 다양화’ 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곧,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달성될 수 있
음을 의미하며,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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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 정부 주도의 일방적 산림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해
결하는 한편,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지역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
역기반 산림관리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정착시키고, 국민에 의한 산림관리
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지역기반 산림관
리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2014년에 이은 후속 연구이다. 1차년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역임업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역임업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또한,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기반 산림관리(Community
Forestry: CF) 사례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가능성을 분석하고, 지역기반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역기반 산림관리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모호하고, 국
내의 국민에 의한 산림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
외의 지역기반 산림관리와 국내의 산림이용 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제시
하지 않아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였다.
또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
아 지역기반 산림관리 도입 및 활성화 방안도 실효성이 낮은 면이 있다.
2차년도에서는 1차년도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먼저 국내 산림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1차년도에 이어 추가로 발굴해 낸 해외의 지역기반
산림관리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 가능
한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동시에 모델 적용 가능
성을 검토하고, 해당 모델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사항을 정리
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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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2.1. 해외 지역기반 산림관리 연구
해외에서는 지역기반 산림관리가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고, 이와 관
련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국가별 또는 국가 내에서 지역기반 산림관리
의 사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생태·경제적
영향 분석, 지역임업 제도의 형성과 발전과정, 형태별 특징,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Reem Hajjar et al.(2011)은 지역기반 산림관리에 참여하는 주요 의사결

정 주체의 규모를 기준으로 브라질 내 지역기반 산림관리 사례를 가족형,
공동참여형, 정부주도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지역기반 산림관
리의 발전 및 이행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브라질의 산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 권한은 모두 주(州)정부가 가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주정부에
산림 경영 계획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후 일시적 사용권을 획득해야 하
는데, 사용권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산림 경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
조직 역량(리더십), 초기 자본금 확보 유무, 산림 관련 전문적 지식의 보유
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관리 사례의 유형별로 성과를 살펴
본 결과 ‘가족형’은 전문적 지식, 초기 자본금 등 사용권 획득을 위한 역량
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동참여형’과 ‘정부주도형’은 사용권 획득을
위한 역량은 충분하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
로 나타났다.
Lawry‧Mclain(2012)은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1980

년부터 약 20년 이상 지속한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형성 과정을 비교‧분석
하였다. 산림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산림 사용권, 정책, 경제,
참여주체, 산림 특성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중남미 국가에
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산림 사용 권한과 관리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경
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프리카에서는 토지에 대한 모든 권한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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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산림 부산물을 채취하는 정도로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에서는 주민들의 사용 권한 범위
가 국가별로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
타났다.
Anna et al.(2013)은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의 5개 국가에서 도시림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온 지역기반 산림관리 사례를 제도, 행위자, 유무형의
자원, 자금,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는데, 지역기반 산림관리
의 제도적 근거는 5개 국가 모두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스웨덴
의 경우 환경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
고 있다. 한편, 도시림 관리와 경영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의 경우, 정부로
부터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민간의 기부에 의해서만 자금을 조
달하는 경우, 지방 정부의 세금을 활용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Jintao(2013)는 중국 북동부지역 지방정부 관할 산림관리 제도의
개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 북동부지역의 주요 산업은 목재 생
산업이었으나, 과도한 벌목으로 인한 산림 황폐화로 목재 생산이 어려워졌
고 이는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지방정부는 산림 복원을 위한 강력한
보호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구에 의한 산림경영(household-based forest
management)을 장려하였으며, 이 같은 산림분야 개혁(Forest reform) 이후

가구 소득이 증가하고, 제한적으로 산림 훼손 완화, 지방 재정수입 증가,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2.2. 국내 지역기반 산림관리 연구
국내에서는 지역기반 산림관리 관련 연구가 많지 않으며, 일부 연구에서
산림관리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가 있다.
민경택 외(2014)가 미국, 캐나다, 부탄, 에티오피아 등 해외 국가들의 지역
기반 산림관리를 소개하고 이를 도입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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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원 외(2010)는 현행 산림관리 체계의 경직성과 산림행정 조직의 확
대 가능성이 적음을 지적하는 한편, 산림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원 체계 수립의 방안으로 네트워크 조직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김윤권 외(2013)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국유림 관리 정
책을 분석한 연구에서 산림관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파트너십에 의
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산림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협력적 산림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
장하였다. 민경택 외(2014)는 해외의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소개하고 국내
에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산
림 거버넌스 구축, 지원조직 육성, 산림 비즈니스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 사례의 경우 새로운 산림관리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은 지
적하였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1차년도 연구
는 지역임업에 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에도 필요함을 주장하였지
만, 국내 산림 이용에 대한 분석 및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적용 가능성, 해외
의 산림 이용 양태와 국내의 산림 이용 양태 간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적용 가능성 검토 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3. 연구 내용

3.1. 연차별 연구내용
1차년도 연구에서 지역임업의 개념을 소개하고, 해외 사례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2차년도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산림 이용 실태를 조
사, 정리하고 이를 해외 지역산림 이용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도입
가능한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을 개발 또는 선정하고자 한다. 그다음, 국
내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의 정착 및 활성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사항을 제안한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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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3.2. 2차년도 연구내용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산림 이용 및 관리 실태를 국유림과 사유
림으로 구분해서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해외 여러 국가의 지역기반 산림
관리 사례 및 관련 제도와 법을 정리하고, 사례별로 유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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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국내 산림 이용 실태를 유형화하고, 3장에서 유형화한 해외
사례와 비교·분석하는 한편 국내에 적합한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을 선정
및 개발한다. 또한,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시범 사례
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담당 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면담과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의 적용 가능
성을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비교·분석 결과 및 적용 가능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제안한다. 제6장에서는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다.

4. 연구 방법

4.1. 현장조사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
가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실현 가능
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유형별로 사례 마을을 방문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
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차년도 연구의 최종 목적이 한국형 지역기반 산
림관리를 위한 실질적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4.2. 문헌연구
국내 지역기반 산림관리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해외
사례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을 적극 활용하였다. 해외에서도 지역기반 산
림관리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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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례의 상황(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1차년도에 다루지 않은 인도,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브라
질, 베트남 등의 지역기반 산림관리에 대한 사례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부
탄에 대해서는 지역기반 산림관리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부탄의 보전
및 환경분야 국가 연구기관인 UWICE(Ugwen Wangchuck Institute for
Conservation and Environment)에 연구를 위탁하였다.

4.3. 국제 학술대회 개최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지역기반 산림관리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
와 관련한 연구도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지역기반
산림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OECD 국가의 과학자를 초청하
여 국가별 지역기반 산림관리와 관련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대회의 정식 명칭은 ‘생태계 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국제
학술회의’이며, 2015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
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OECD 국가뿐만 아니라 비 OECD 국가의 총 14개
국 과학자가 참여하여,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관리 거
버넌스 체계구축이라는 정책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와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1

1

발표 자료는 연구부속물로 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1.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정의

Community Forestry는 국가별, 지역별 또는 연구자나 산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는 국가나 지역, 이용자들의 사
회·문화적 환경 차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Community와 Forestry라
는 각각의 용어가 가진 의미가 다양한 집단과 활동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선행 연구에서 정의한 Community의 개념에 대해 고찰한 후에
Community Forestry의 개념을 정의하기로 한다.

1.1. Community의 개념
오영석(2000)은 Community를 ‘지역사회’로 명명하고 ‘일정한 지역에 거
주하는 사람들이 공동의식을 가지고 조직한 생활권’으로 정의하여 사람들
이 목적을 가지고 형성한 하나의 단체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지역사회가
일반적으로 대면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거주하며 생활의 대부분이 일어나는
소규모 지역이며, 이 지역사회는 다른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나아가서, 지역발전
(Community Development)을 지역사회를 보다 살기 좋게 변화시키는 지역

사회 구성원 간의 합목적적 과정으로 보았다. 일정한 구역 내에서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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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의 개선과 향상을 목적으로 개별 또는 집단으로 계
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 사회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박병춘(2012)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에서 ‘물리적 공간이 되
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들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
동의 목표와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 단위체’라고 정의하였다.
기영화 외(2013)는 Community를 ‘사람들의 집단으로 무엇인가를 공유
하고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하였고, 나아가서 지역공동체
형성(Community building)은 지역사회 내 또는 같은 목적을 공유한 사람들
이 공동체의 생성과 향상을 위한 역할을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Calvert(2009)는 스코틀랜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Community Forestry의

참여자들을 분석한 연구에서 스코틀랜드의 토지 개혁법에서 제시한 개념
을 사용하였다. 즉, Community를 지방 정부의 대표자 선발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우편분류를 가진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2로 한정한 것이다.

1.2. Community Forestry의 정의
Community Forestry에 대한 정의는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진 바 없

다. 민경택 외(2014)는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Community Forestry의 개
념을 정리해서 소개한 바가 있다<표 2-1>. 각각의 정의에는 주민들이 거주
지역 인근의 지역산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구 사례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Community forestry
를 ‘지역기반 산림관리’라 번역하고, 이를 지역에 있는 산림을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민 공동의 의견에 따라 지역에 있는 산림을 이

2

원문에는 postcode members of the community who are residents and who are
registered to vote at a local government election at an address within the postcode unit으로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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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지역기
반 산림관리’는 원역 그대로인 공동체 임업은 물론 공동체 기반 산림관리
(Community based forest management: CBFM)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표 2-1. Community forestry의 개념
구분

지역임업의 개념
 임업활동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재와 기타 임산물 생산을 위해 나무를 키우거
FAO(1978)
나 임산물을 가공하는 등의 모든 행위
 주민들이 지역 산림의 이용 계획에 의견을 제출
Eckholm et al.(1984)
하고 계획대로 임업 작업을 시행하는 것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공동 소유 산림에서 산림계
획을 수립하고, 임산물을 재배하고 판매하여 사회
Martel et al.(1992)
적‧경제적‧생태적 혜택을 누리는 행위
 지역에 의해 지역사회의 복합적 가치와 편익을
Duinker et al.(1994)
위해 산림을 관리하는 것
Jeanrenaud(2001)
 지역주민 또는 지역사회의 산림관리에 대한 통제
 지역주민들이 산림자원에 대한 이용 및 임산물
생산과 분배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활동에 독점
McDermott et al.(2009)
적으로 참여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료: 민경택 외(2014)를 재구성함.

1.3. 우리나라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앞서 정의한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성격을 띠는 현행 제도는 <표 2-2>
와 같다. 그 운영 실태를 미루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역기반 산림관리는
소수의 제도하에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보호 위주의 국가 주도 산림 관리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해 왔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제도화된 8가지 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직
접 점검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사유림경영 활성
화를 목표로 전문
경영주체가 집단
화된 산림을 관리

현황/
실적

106개소

841마을

338건

8,654건

34건

6건

253,005ha
(사유림면적의
5.9%)

8개소

사유림 산주,
전문 산림경영단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기능인영림단 등),
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조성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국유림의 경영 및 임업진흥촉진법 및 관리에 관한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임업인,
산림조합중앙회,
시장·군수,
국유림관리소장,
임업관련대학

사유림

기술부족 등으로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의
산림을 경영

선도산림경영단지

관
련
법

공유림

산림소득개발사업,
산림공익시설설치,
기타 국유림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임산물 재배

대리경영

참
여
자

산림소득개발사업,
산림공익시설설치,
산림기반연구사업,
기타 국유림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공공·기반시설설치
용으로 사용,
산림공익시설설치,
산림조합 사업수행,
국유임산물 채취·
가공·운반시설설치,
임산물 재배 등

공유림경영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장,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장,
버섯·산나물·약초 재
기타 대통령령이
배를 통한 소득창
정하는 단체의 장
출희망자

공동산림사업

국유림대부

국가/지자체,
개인, 가족
산림조합,
현지소재 산림조합, 국유림 보호협약을
학교, 기업체, 단체,
광업권자,
해당 지역 주민들, 체결한 단체의 구성
산림레포츠 동호
버섯·산나물·약초 재
원
중·고·대학교,
인등
배를 통한 소득창
출희망자

국유림

협약체결자가 국
유림관리소에 양
여대금을 납부한
후 임산물을 채취

국민들이 나무를
심고 숲가꾸기 협약체결자는 산불
사업
등의 산림체험을 방지, 도벌방지
내용
할 수 있도록 국 등 보호활동 이행
유림 일부를 개방

대상지

국유임산물양여제

국민의 숲

국유림보호협약

구분

표 2-2. 우리나라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현황

국민의 숲

마을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산림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활동일지를
작성·보고하는
지역도 많음.
국유림관리소에서
는 보호활동 성실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함.

국유림보호협약
소나무, 잣나무,
등이 자생하는
지역 인근
주민들은
양여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임. 하지만
생산량 증대를
위한 임업활동에
제한이 있고,
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참여자수가
감소하고 있음.

국유임산물양여제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 산림조합중앙회 내부자료.

체험의 숲,
단체의 숲
이용자들의
산림이용 행태에
차이가 없고,
제공 프로그램도
차별성이 부족함.
운영
산림레포츠 숲의
실태
경우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지정된 곳이 많고,
실수요자들은
도시 근교 산림을
관행적으로
이용해오고 있음.

구분

공동산림사업

소득개발사업의
경우 협약자와
가장 많은 실적이
실재 소득작물
있는 제도이나,
생산자가 다른
실제 임업인 등의
경우가 많음. 이
소득과 연결된
때문에
비율은 매우 낮음.
대리협약자가
특혜 시비로
운영 실태를
개인에 대한
모르는 경우가
대부보다는
있음. 주민들은
산림조합이나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 등의
사업의 성공을
단체에 국유림을
위한 노력을
대부하는 사례가
기울이지 않고
많이 나타남.
기다리는 경우가
많음.

국유림대부

예산부족,
산림벌기령
미충족 등의
이유로
공유림경영 성공
사례가 없는
상황임.
주민들은 본업에
종사하는 시간
외에 단기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임.

공유림경영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임업계획이
아니라 숲가꾸기
계획을 대신
세워주는 데 그침.
사유림의
소득창출 목적을
위한 경영계획이
아님.
경영계획 수립 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있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대리경영

현재 8개소를
선정하였으나,
세부이행계획에
대한 산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사업 추진 여부도
불확실함.

선도산림경영단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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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실태

2.1. 국민의 숲
2.1.1. 개요
‘국민의 숲’은 국민 중에 나무심기나 숲가꾸기 등 여러 가지 산림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산림활동을 체험하게 하고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국민의 숲은 지정목적에 따라 단체의
숲, 체험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사회 환원의 숲으로 구분되는데<그림
2-1>, 단체의 숲은 학교나 기업 등의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체험의 숲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산림
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표
2-3>.
그림 2-1. 국민의 숲의 종류

자료: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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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국민의 숲의 유형별 특징
지정목적


학교, 기관, 기업, 동호

회 등이 숲에서 산림문
단체의 숲
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숲


개인, 가족 등이 산림문
체험의 숲 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숲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
레포츠에 적합한 국유
림을 동호인들에게 개
방한 숲
법인 등이 국유림에 자
연휴양림, 수목원 등 휴
사회
양시설을 조성하여 사
환원의 숲
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정된 숲
산림
레포츠의
숲

참여대상
유치원 및 초‧중‧고, 대학교 등 정규 및 비정
규 과정의 각종 교육기관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언론기관, 공기업
또는 사기업체 등 각종 법률에 의하여 설
립된 기관 및 단체
산림과 숲 등에 관심이 있는 각종 단체 및
동호회
산림과 숲 등에 관심이 있는 각종 단체 및
동호회
숲해설 및 숲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

 숲을 사랑하고 산림레포츠를 즐기려는 상
시 구성원 수 20인 이상인 모든 단체 및
동호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체단체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기본재
산의 1/4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자료: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2.1.2. 현황 및 실태
국민의 숲은 북부·동부·남부·중부·서부지방산림청 등 5개의 지방산림청
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지정 및 관리하는데,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
45개가 지정되어 있어 가장 많았다. 각 지방청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는 국민의 숲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유림을 지정한 후 지정된 국유림에 대
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이용신청을 받은 후 사용계획서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 한 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숲을
지정하고 있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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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국민의 지정 및 이용 절차
대상 산림 지정
→
(국유림관리소)

인터넷 등으로
신청
(참여희망자)

→

신청인에게
통보
(국유림관리소)

→

참여활동
(협약체결)

2014년도의 국민의 숲 지정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총 177개소가 지정

되었으며, 누적 참여자 수는 624,021명이다. 국민의 숲 유형별로는 단체의
숲 63개소, 체험의 숲 87개소, 산림레포츠의 숲 26개소, 사회환원의 숲이 1
개소로 체험의 숲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객 수는 산림레포
츠의 숲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그림 2-3. 국민의 숲 지정 위치
(2015년 6월 기준)

단체의 숲

체험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하지만 이용자 수 감소, 이용 프로그램의 차별성, 국민의 숲 협약 체결기
관의 내부사정 등의 이유로 2015년 6월 기준 운영 중인 국민의 숲은 106
개소로 줄었다.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현장방문 또는 전화조사를 통해
국민의 숲 11개소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2-5~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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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국민의 숲 지정 및 운영현황
단위: 개, ㎡, 명

유형별
합계

구분
지정 개소
지정 면적

계
177

북부청
45

동부청
27

남부청
24

중부청
18

서부청
20

휴양림
43

9,208.8 4,344.5 811.2 2,882.9 117.2 571.3 481.7
참여 인원 624,021 250,988 76,851 132,812 51,528 83,614 28,228

지정
단체의 숲 지정
참여
지정
체험의 숲 지정

개소
면적

63

개소
면적

87

24

1,169.2 727.0
인원 103,135 51,752
4,421.4

11

443.8

참여 인원 377,146 77,462
지정 개소
26
10
산림
레포츠의 지정 면적 3,610.4 3,173.7
숲
참여 인원 143,140 121,774
지정 개소
1
사회
지정 면적
7.8
환원의 숲
참여 인원
-

9

106.5
3,354
9

5

9

13

3

193.5
68.7
57.0
3,708 29,623 14,698
18

7

5

16.5
37

433.0 2,681.6
41.5 378.3 443.2
54,841 129,104 21,605 67,854 26,880
9

271.7
18,656
-

2

7.0
300

1

7.8
-

-

2

3

136.0
1062
-

22.0
1348
-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

표 2-5. 단체의 숲 지정목적별 운영실태 조사 결과
지정목적

운영실태

인
천
남
동
구

 국유림관리소와 매년 초 공원 및
지역정화 계획을 작성, 확정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정화활동 이행
 ㈜삼천리 직원들의
 소속감 증대 및 사회적 책임의식
단합 및 사회공헌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나무를 식재하거나 운동
시설물을 관리, 교체함

서
울
강
남
구

 강남구 지역 환경  강남구에 거주 중인 가정의 어머
개선을 위한 주부
니들을 중심으로 지역 관리 운동
모임
차원에서 시작하였음

비고

 지역의 사회,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활동

18 우리나라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계속)

인
천
서
구

 2007년 서울 국유림관리소와 MOU
를 체결하여 수목 식재 및 수종
 협약체결
갱신을 위한 정기 모금 활동 시작
단체의 내부
 ㈜ 신세계 직원들
 2010년 담당자가 바뀌고, 회사 경영
사정에 따른
의 사회공헌 목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활동 실적
운영의 불확
의 산림관리 참여
이 저조해지기 시작했으며 2012
실성 존재
년 MOU체결 종료 후 참여하지
않고 있음

자료: 담당자와 전화통화 또는 방문조사.

표 2-6. 체험의 숲 지정목적별 운영실태 조사 결과
지정목적
낙안
자연
휴양림

 지정구역 인근 주
민들에게 산림관리
체험의 기회 제공

남해
편백
휴양림

 인근 지역 병원 환
자들에게 산림 체험
을 통한 힐링 기회
제공

홍천
관리소

서울
관리소

 어린이들이 숲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공간
제공
 어린이들이 숲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공간
제공

운영실태

 지정구역 인근인 순천시
내에 위치한 초·중·고등학
교에 매년 초 공문을 보내
숲가꾸기 체험교육 참가자
를 모집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삼천
보 서울병원, 남해군청 보건
서 등 의료시설과 MOU를
체결하고 매달 체험프로그
램을 운영
 MOU를 맺은 기관은 별도
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작,
운영하기도 함
 홍천 국유림관리소 관내 유아
보육시설과 MOU를 체결하
고, 자연체험활동 위주의 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수락산 인근 유치원 3곳과
MOU를 체결하고 수락산
내에 위치한 계곡과 절 등
자연·문화자원 탐방

자료: 담당자와 전화통화 또는 방문조사.

비고

 산림관리 체험

 힐링특화 체험
 지역 산림자
원인 편백을
활용하여 차
별화된 프로
그램 제공

 유아교육 전문

 유아교육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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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산림레포츠의 숲 지정목적별 운영실태 조사 결과
지정목적

 산악자전거(Mountain
가리왕
Bike: MTB) 동호인
산 자연
유치를 통한 정성군
휴양림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운영실태

비고

 2009년과 2010년에 산악자전
거 대회를 개최하였지만, 대회
이외의 산악자전거 동호인의
이용실적이 없어 방치되었고,
2014년 지정 폐지됨

백운산
자연
휴양림

 휴양림 내에 인공암벽을 설
 운영확대를
치하고 주민들에게 암벽체험
 서곡리 후시리마을
위해 초등학
교육을 실시
주민의 건강 증진
교 등에 홍
 농번기에는 바빠서, 농한기에는
보물 배포
추위로 운영 실적이 거의 없음

방장산
자연
휴양림

 1996년 제1회 동양화재배 국
제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개
 활공 장소에
최된 이후 패러글라이딩 동
오르는 도로가
호인의 방문이 증가
 고창군 관광산업 활
별도로 개통
 2005년 고창패러연합과 10년간
성화 및 방장산 보호
되어 MOU
MOU를 체결하였으나 2010년
체결 유인이
이후 활동 실적이 저조함
사라짐
 고창패러연합은 MOU체결 의사
없음

함양
관리소

 패러글라이딩 동호회(SEAHAWK
PARA)와 MOU를 체결해서
 산림레포츠 활성화
동호회 회원들이 자유롭게 산
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산
림 개방

자료: 담당자와 전화통화 또는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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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유림보호협약
2.2.1. 개요
국유림보호협약은 과거 산림법의 연대보호 명령을 보완한 것으로 2006
년 8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15년 현재
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연대보호 명령은 국유림 보호조합 제도가 발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유림 보호조합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정부의 보호
기관만으로는 국유림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국유림 부근에 소재
하는 주민들이 국유림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 국유임산물을 제공하
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던 제도이다. 즉, 국유림보호협약과 바로 뒤에 설명
할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운영을 시작한 국유림 보호조합
제도가 시대를 지남에 따라 보완‧발전해서 정착된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림 2-4. 국유림 보호조합의 변화

국유림보호협약의 체결자는 지역 산림조합, 해당 지역 주민, 학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
(영림단) 등이며, 보호협약 체결자는 <표 2-8>과 같은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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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자가 수행해야 할 보호활동 목록
국유림보호 협약자의 의무
가.
나.
다.
라.
마.
바.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예방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구제
경계표주, 그 밖의 표지와 임도‧사방 시설의 보호‧관리
그 밖에 자생식물 보호 등 산림보호활동
보호활동 중 보호산림에 이상이 생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계기관장
에게 신고

자료: 산림청(2012a).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자는 정기적으로 산불감시, 산지 정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활동 내용을 기록해서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국
유림관리소에서는 활동 일지와 비정기적 순찰을 통해 산림보호 활동의 이
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산림보호 활동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국유림관리소의 관리·감독 행위는 지역별, 관리소별로 차
이가 있다.

2.2.2. 현황 및 실태3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현황은 지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따라 정보를 공
개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현재까지는 보호협약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단, 일부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서 입수한 자료
는 <표 2-9>와 같다. 보호대상 국유림 면적은 주민 수 또는 마을 인근의 국
유림 면적, 특정 지역 내 마을 배치와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3

국유림보호협약에 대한 상세 실태조사 결과는 제5장 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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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단양 국유림관리소 관내 국유림보호협약 현황
단위: ㎡

지역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

충북 제천시
덕산면 수산리

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충북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지번
산104-1
산116-1
산1-1
소계
산70-1
산71-1
소계
산1-13
산1-14
산13-1
소계
산1
산28
소계
산20-1
산21
산22-1
산49-1
산54-1
산59-1
소계
산43
산44-1
산44-2
산78
소계
산1-1
산14-1
소계
산1-1
산3
산5-1
산50
소계

자료: 단양 국유림관리소.

지정면적
보호협약면적
1,251,372
125.0
386,479
39.0
3,408,595
341.0
5,046,446
505.0
508,173
50.0
1,767,412
177.0
2,780,281
277
3,129,611
313.0
4,801,983
480.0
5,715,071
568.0
13,646,665
1,361.0
339,669
34.0
129,620
13.0
13,462,755
1,346
104,727
10.0
44,033
4.0
100,562
10.0
326,281
33.0
45,917
5.0
23,985,878
2,397.0
24,607,398
2,459.0
1,436,371
144.0
125,355
13.0
3,490,512
349.0
51,268
5.0
5,103,506
511.0
42,832,922
4,283.0
4,021,952
402.0
46,854,874
4,685.0
8,019,372
801.0
516,992
52.0
379,240
38.0
465,421
46.0
9,381,025
937.0

협약기간
2013. 1. 10.～2018. 1. 9.

2013. 1. 10.～2018. 1. 9.

2013. 1. 10.～2018. 1. 9.

2013. 1. 10.～2018. 1. 9.

2013. 1. 10.～201. 1. 9.

2013. 1. 10.～2018. 1. 9.

2013. 1. 10.～2018. 1. 9.

2013. 1. 10.～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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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거나 전화조사를 통해 국유림보호협약의 운영 실
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2-10>과 같다. 국유림보호협약은 형식적으로 진행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민들이 활동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국유림관리소
에서 별도 확인조치를 거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곳도 있었다. 한편, 지역주
민들 또한 보호활동 계획을 준수하기보다는 산책을 겸한 환경정화 운동 수
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2-10. 국유림관리소별 보호협약 운영 사례
운영 사례

A
국유림
관리소

관할 지역 내 국유림보호활동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의 세
단계로 구분해서 평가하고, “우수”를 받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국유임산물 양여제도 참여 시 국유림관리소에 지불해야 하는 양여
소득의 비율을 “우수”인 경우 10%로, “보통”인 경우 15%, “미흡”
인 경우 20%로 차등 적용하였음.

B
국유림
관리소

부정기적으로 보호협약 대상지역에 순찰을 나가서 주민들의 보호
활동 이행 여부를 조사함. 이후 주민들이 제출한 활동일지상의 활
동시간과 현장조사 시 확인한 활동 내역을 비교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해당 주민에게 경고를 줌. 단, 보호협약 불성실 이행에 대한
법적 또는 관습적 제재는 없음.

C
국유림
관리소

주민들은 매달 1회 보호활동을 기록한 활동일지를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고 국유림관리소에서 활동일지 기록을 단순 취합하는 형식
으로 보호협약 활동을 관리함.

자료: 전화 또는 현지 방문 조사.

국유림관리소는 보호협약의 불성실 이행에 따른 제재 등의 권한이 없고,
주민들 또한 생업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보호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인력과 예산 부족,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관리·감독
행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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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유임산물 양여제도
2.3.1. 개요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
라 국유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해당 지역의 국유림을 관리하는 국유
림관리소 간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별도로 제
정된 제도로, 임업소득 창출이 중요해지면서 국유림 인근 주민들의 소득창
출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5. 국유림보호협약과 국유임산물 양여제도의 관계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은 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나무나 가지, 산지
의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버섯류·열매류 및 숲가꾸
기 도중 발생한 부산물 등이다. 협약을 체결한 주민들은 <표 2-8>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이행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여 협약을 체결한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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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관리소의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담당자는 주민들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를 관리·감독하고, 무상양여 신청서상의 협의 장소와 임산물 채취 현장의
일치 여부, 무상양여 임산물의 품목과 생산된 품목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
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제재를 가한다.
국유임산물의 양여는 <그림 2-6>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당 주민들에게
양여되지만 국유림관리소와 주민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에는
<그림 2-7>과 같이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림 2-6.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절차
보호협약 체결

· 국유림관리소장 및 협약대상자

↓

무상양여 신청

· 보호협약자 → 국유림관리소장

↓

신청서 검토

· 국유림관리소에서 사전검토 및 현장검토 시행

↓

무상양여 승인

· 국유림관리소장

↓

물건인도

· 국유림관리소 관계자 및 협약대상자 중 양여 신청자

↓

임산물 생산작업 실시

· 신청자

↓

사후검사

· 국유림관리소 관계자

↓

복구(필요한 경우)

· 원인자

생산된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는 9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경
제여건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국가분의 납부 방법은 생산량에 따른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
가가 필요한 경우 생산량에 따른 현물납부로 할 수 있다. 단, 협약대상자는
국유림관리소와 매년 초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국유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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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생산량을 제시한다. 국유림관리소의 협약 담당자는 품목별 특성, 이
전 연도 해당 품목의 생산량 통계, 협약 대상 면적 등을 고려해서 예측 생
산량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계약 생산량을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양여 임산물의 단가산출은 3년간 시가 평균으로 하며, 시가 조사가 불가능
한 경우 인접 국유림관리소 사례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등을 인용하
여 관리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산림청
2012a).
그림 2-7. 국유임산물 양여제도 협의 및 이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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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관리소와 이장 등의 주민대표 간 국유림보호협약과 양여제도 협
약이 체결되면, 주민대표는 자신이 속한 마을 주민들과 협약 대상지에 대
한 관리 및 임산물채취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협의하게 된다. 협의 과
정은 마을이나 지역 또는 양여 받고자 하는 임산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
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림 2-8>과 같은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그림 2-8. 국유림보호 및 양여제도 협약 체결 주민대표와 주민들 간
의무·권한 협의 과정

임산물 양여 협약은 임산물 채취 행위 전인 연초에 진행된다. 따라서 가
뭄이나 태풍 등 환경조건의 변화 및 이로 인한 임산물 생산량의 변동 발생
시 주민들은 국유림관리소와 협약을 재체결하고, 양여에 따른 지불 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한편,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임산물 양여 협약의 이행 여부
를 위해 현장조사를 가기도 하지만, 주민들 대부분이 각자 담당하게 될 임
산물 채취 지역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협약 이행 실태 조사
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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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현황 및 실태
산림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유임산물 양여 실적은 없다. 다만,
2014년에 한해 국유임산물 양여 실적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국유임산물

양여제도에 참여한 지역 또는 마을 수는 841개, 임산물 채취 면적은 약
82,000㏊로 전체 국유림 면적 1,543,000㏊의 5%에 해당한다. 임산물 채취

품목별로는 송이를 채취하는 마을 수가 338개로 가장 많았고, 고로쇠 수액
채취 마을 수는 228개, 잣 수확 마을 수는 188개로 전체 참여 마을 수의
약 90%를 차지했다. 한편, 송이와 수액, 잣 수확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액
은 약 56억 원으로 국유 임산물 채취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액인 약 59억
원의 94%를 차지했다<표 2-11>.
표 2-11. 2014년 국유임산물 양여 실적
단위: ㏊, 백만 원

임산물

개 소

송이
수액
산나물
잣
버섯
떫은감
겨우살이
산양삼
매실
합계

338
228
41
188
34
9
1
1
1
841

면 적
51,782.8
10,144.4
8,182.8
9,503.1
2,698.2
452.0
10.0
55.0
0.4
82,828.7

계
1,993.5
1,329.9
227.4
2,973.2
94.0
13.1
0.7
35.0
1.3
6,668.1

생산액
국가수입
192.4
132.4
22.9
314.8
9.4
1.3
0.1
4.0
0.1
677.3

주민소득
1,801.1
1,197.5
204.5
2,658.4
84.6
11.8
0.6
31.0
1.2
5,990.8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

산림청(2015)의 임업통계연보에 제시된 송이와 수액, 잣의 판매액은 <표
2-12>와 같으며, 각 품목의 국유임산물 양여를 통한 판매액이 전체 판매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와 8%, 15.6%로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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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국유임산물 양여를 통한 임산물 생산액 비중
단위: 백만 원, %

구분

국유임산물 총 생산액
(A)

임산물양여제 참여를
통한 생산액(B)

비중
(B/A×100)

송이

16,452

1,993

12.2

수액

16,014

1,329

8.2

잣

19,087

2,973

15.6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

2.4. 국유림 대부사업
2.4.1. 개요
국유림 대부사업은 국가가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당분간 사용할 계획이
없는 불요존국유림을 <표 2-13>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자
가 국유림관리소 등과 계약을 통해 국가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국유림을 빌
려 사용하는 제도로 사법상의 임대차계약행위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는 <표 2-13>의 기준을 충족하는 불요존국유림만이 대부 대상이지만, 요존
국유림도 <표 2-14>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받을 수 있다.
표 2-13. 불요존국유림 대부 기준
가. 법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
유림이 아닌 경우
나. 대부의 용도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국유림의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경우
라.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자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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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요존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1)
도로, 철도, 전기, 통신, 방송, 가스, 수도, 댐, 저수지, 농수로, 송유, 공원, 스키장, 썰매장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산책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사업(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국유임산물의 채취, 가공 및 운반시설
광업용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중 버섯류‧산나물류 및 약초류의 재배
국유림 안에 위치한 공‧사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운반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주 1) 공공용이라 함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등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직접 자유로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자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2. 현황 및 실태
2014년 12월 기준 국유림 대부 현황은 <표 2-15>와 같다. 대부 면적을

기준으로는 조림용이 가장 많았고, 건수를 기준으로는 산업시설용이 가장
많았다. 공용이나 공공용, 학교부지용, 산업시설용, 골프·스키장용 및 주거
용 산림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련성이 낮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림 면적이 전체 대비 87.9%를 차지하
고 있고, 경작 등 주민들의 소득과 관련이 있는 사업은 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목축용의 경우에도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축산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매년 목축용 대부지가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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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국유림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
단위: 건, ㏊, %

건수

비율

면적

비율

총계

8,654

100

49,629

100

공용

1,242

14.4

14,292

28.8

공공용

1,695

19.6

2,992

6.0

공익사업용

148

1.7

4,028

8.1

학교부지용

10

0.1

2

0.0

목축용

180

2.1

3,303

6.7

광업용

227

2.6

1,352

2.7

3,508

40.5

2,438

4.9

골프ㆍ스키장용

68

0.8

1,021

2.1

경작용

839

9.7

236

0.5

주거용

178

2.1

6

0.0

기타

370

4.3

363

0.7

조림용

1819

21.0

19,596

39.5

산업시설용

주: 2014년 기준 자료임.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

2.5. 공동산림사업
2.5.1. 개요
공동산림사업은 지역사회 발전이나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산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운영하도록 한 제도이
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국유림 경영관리규정｣ 제7조부터 제16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청

가능한 사업 종류는 <표 2-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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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공동산림사업을 이용해 추진 가능한 사업
가. 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나.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산책로 또는 탐방로, 산림휴양이나 교육, 문화, 레포츠
시설
다.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라. 생태숲(산림생태원 포함) 등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수목장림 조성 및 운
영사업, 도시림 조성 및 관리사업,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레저사업
자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산림 관련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4분의 1 이
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이 공동산림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며<표
2-17>, 이들 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산림청장과 사업 내용과 협

약 조건 등을 합의해서 협약을 체결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표 2-17.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단체 또는 기관
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나.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대학, 외국인 투자기업, 산림 관련 국제기구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위 법인이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재출자 또는 재출연한
법인 등
자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공산
림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 국유림 주변의 공·사유림 등을 포함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외에 협약 체결 시 공공산림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과 사용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명칭을 정해야 한다
(예, 청소년 녹색교육센터 설립 공동산림사업 등).

협약 기간은 국유재산 사용료 총액이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4에 달하는 기간

4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 공공산림사업 추진 시 지방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총사업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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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비용을 국유재산 사
용을 위해 가상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사용료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표 2-18. 공동산림사업의 추진 예시
A라는 지역에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산림사업을 신청했다
고 하면, A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이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
을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맺음.
1. 사업 명칭은 “A지역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위한 공공산림사업” 등으로 지역
명과 공동산림사업의 목적을 명칭에 제시해야 함.
2. A지역 150㏊의 1년간 사용료가 1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동산림사업
자가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소나무를 조림한다고 하면,
총사업비
억 원
공동산림사업 협약 기간      년
해당 면적의 연간 사용료
만 원년

해당 공동산림사업의 협약기간은 10년이 된다.

단, 공동산림사업이 종료된 후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과 운영설비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해야 하며, 사업 수익은 고정요율 방식이나
변동요율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국가와 배분하게 된다<표 2-19>.
표 2-19. 공동산림사업의 수익분배 방법
가. 고정요율: 매년 연말 결산 수익을 기준으로 하고, 분배율은 “국가 : 사업시행자 =
1 : 9”로 고정
나. 변동요율: 상호 출자금액의 대비율에 따라 수익분배율을 결정
자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2. 현황 및 실태
2015년 5월 기준, 현재 진행 중인 공동산림사업은 총 34건으로, 목적별

로 살펴보면 도시림 조성 3건, 산림휴양문화 장려 14건, 생태숲조성 2건,
산림기반연구 4건, 산림소득개발 11건 등이며, 사업별 세부 내용은 <표
2-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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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공동산림사업 세부 내용
단위: ㏊

목적

협약자
부산 남구청장
도시림
대구 달서구청장
조성
김천시장
진안군수
연천군수
시흥시장
관악구청장
강릉시장
부안군수
문경시장
산림
예천군수
휴양
울진군수
문화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강화군수
성남시장
성북구청장
인제군수
생태숲 부산 해운대구청장
조성 울진군수
(사)생명의 숲 대표
산림
기반
연구

인천대학교 총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sk임업 사장

산림
소득
개발

양구군수
양평군수,
양평산림조합장
원주시장
화천군수
여주시 산림조합장

사업명
우암동 도시숲 조성
산림서비스림(대곡동) 조성
도시숲(고성산) 조성
백운동 산림욕장
고대산자연휴양림
산림욕장조성
봉천동 생태숲 조성
대관령 숲문화 명품화사업
범산공원
궁기리 산촌생태마을 탐방로
노상리 탐방로
선구리 생태탐방로
봉화산 탐방로
주문도 생활권 쉼터 조성
청계산 숲탐방로 조성
북한산 숲유치원 조성(산책로,
옹벽 정비, 유치원 운영 등)
숲탐방로 및 산림레포츠
(암벽, 짚와이어)
장산생태숲 조성
울진금강송 생태숲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
타당성 연구
약초원 조성･운영
자생식물자원 활용 천연물
소재개발
기후변화대응 산림정책 연구개발
사업(탄소배출권 시범조림)
임간산채채취 체험단지(곰취)
산림소득경영 시범단지
(고로쇠, 잣, 표고 등)
매화단지
화천군 산약초마을 체험장
밤생산경영단지

면적
21.9
137.1
190.8
29.0
30.0
160.0
100.0
220.0
417.5
55.8
240.0
240.5
17.6
12.0
49.7
300.0
428.8
1201.4
749.9
14.0
2.0
10.5
0.5
1.0
50.0
101.6
500.0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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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목적

산림
소득
개발

계

협약자
울진 산림조합장
단양군 산림조합장
(사)한국임업 후계자협회
옥천군 산림조합장
함양군수, 함양산림조합장

사업명
산림소득개발(산양삼)
산림소득개발(산양삼)
신품종 시험 재배방법개발(밤나무)
옥천 참옻재배
삼봉산 산약초 단지조성
산림문화 체험 및 소득개발
익산시장, 익산산림조합장
(차나무, 닥나무)
34건

면적
120.0
100.0
430.0
18.0
300.0
44.0
6,365.6

주: 본 자료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

공동산림사업 가운데 임산물 생산 등을 통한 소득개발사업을 위해 사용
되는 국유림 비율은 27% 수준이나 제도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이 사업체를
설립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에 의한 자발적 참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0> 가운데 소득개발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2-21>과 같다.
표 2-21. 공동산림사업의 산림소득개발 사업 운영 실태
목적

협약자

관리·이용 내용
 연천군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2015년 4월 고
대산 일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함.
 대상면적은 31.4㏊이며, 군유림 7.4㏊만으로는 조성이 어
려워 국유림 24㏊를 포함시켰음.
연천군수
 2017년 완공 예정이며, 사용료 등 운임은 연천군 내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 운영 수익이 발생하면 국유
산림
휴양
림관리소에 1할을 지불하고, 9할에 해당하는 소득은 연
문화
천군 재정 수입으로 사용할 예정임.
 성남시가 청계산 153㏊의 1/3에 해당하는 50㏊ 면적에
‘산림휴양 공간 및 탐방로’를 조성함.
성남시장  공원 조성 및 탐방로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남시에
서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을 운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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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목적

협약자

양구군수

양평군수,
산림 양평산림
소득 조합장
개발

원주시장

화천군수

관리·이용 내용
 2009년부터 양구군 동면 15㏊에 곰취를 재배·판매하였는
데, 초기에는 수확이 났지만 토양 등 환경조건의 제약으
로 생산량이 감소했고, 5년의 협약 기간이 종료된 2014
년 이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
 군청에서 곰취 식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주민
들이 관리, 수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별도의 인건
비 등은 받지 않았음.
 서종면 수익리 산 16번지 43㏊의 국유림에 화야산 산채
작목반이 산채를 재배, 판매하고 있음. 초기 투자비는 지
자체와 작목반원들이 직접 지불함.
 2008년부터 시작했으며, 2015년까지는 봄철 산채 판매로
2,000만 원 수준의 소득이 발생함. 이 금액으로 작목반원
10여 명의 인건비 및 관리 경비를 충당함.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500만 원 가운데 10%
는 산림청에 국유림 사용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90%
는 참여단체가 기여도별에 따라 차등 지급받음.
 2016년에는 산양삼과 산더덕의 수확, 판매가 예정되어
있어 소득창출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현재는 작목반원 개개인이 인맥을 통해 임산물을 판매하
고 있는 상황임.
 2009년 원주시 호전면 매우리 1.5㏊에 매화나무 900그루를
식재하고, 매우리 주민들이 재배·수확 등의 업무를 담당함.
 매우리 지역 주민들은 과거부터 매화 수확·판매 활동을
하고 있었고, 원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매화생산단지 조
성 목적으로 매화를 식재함.
 이상기후 등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개화가 잘 되지 않았
고, 2014년 열매가 맺기는 했지만 소득 창출로는 이어지지 못함.
 매화나무 식재 등의 비용은 원주시에서, 그 외 관리·재배
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화리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해결함.
 2010년 화천군 봉오리 30㏊ 일대에 산약초를 재배하고 있음.
 화천군청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 재료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지출에 비해 수익은 매우 적은 편임.
 산약초 판매를 통한 소득은 상반기에 발생하고, 하반기
에는 소득이 거의 없는 편임.
 군 자체적으로 산약초 재배를 결정하였으며, 주민의견수
렴 과정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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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목적

협약자

관리·이용 내용
 밤뜨래 영농조합은 난대수종의 북상 현상을 고려해 여주
지역 밤 생산경영단지 조성 및 수확을 통한 소득창출 사
업을 시도함.
 국유림 대부나 고동산림사업 참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여주시 산림조합과 협의하여 여주시 산림조합이 북부지방
여주시
산림조합
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에 협약하고 국유림 4㏊에 대한 허
가권을 획득함.
 밤나무의 식재 및 관리는 밤뜨래영농조합이 하고 있으며
여주시 산림조합은 사업 진행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
산림
는 상황임.
소득
개발
 울진 산림조합은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산양삼 재배를 위
한 공동산림사업을 추진함. 사업 면적은 2.9㏊임.
 산양삼 재배 경험과 기술 부족으로 지역주민이 재배와
수확을 전담함.
울진 산림
 주민은 자신이 소유한 임야, 공유림 대부 및 해당 사업
조합장
지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음.
 산양삼의 본격 생산 기간은 식재 후 7년이기 때문에 현
재까지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일부 제품은 산림
조합에서 판매하고 있음.
자료: 담당자와 전화통화 또는 방문조사.

2.6. 공유림 경영
2.1.1. 개요
공유림은 산림법 제3조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
하고 있는 산림’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에 준하여 관리·이용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관해서는 ｢국
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에 따라 국유림의 관리·이용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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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은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 산림조합에 의해 경영되는데, 지방
자치단체장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림 2-9>의 절차를 따라 사업이
진행된다.
지자체는 벌기령에 도달한 산림을 개벌한 후 해당 군유림에 대한 경영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지역 발전 계획 또는 군유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
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확정하게 되며, 지역주민들이 산림작물 재배를
통한 소득창출에 동의하는 경우 임산물을 재배하게 된다. 지자체는 공공근
로사업의 일환으로 산채나 산약초 또는 밤나무 등을 식재, 재배, 관리하며
소득이 안정적으로 창출될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지역주민들이
해당 재배지역의 관리나 경영에 동의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협
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국유임산물 양여제도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서 지
역주민들이 창출된 소득의 90%를 가져가고, 지자체에는 10%만큼의 소득
을 지불하게 된다. 한편, 지역주민들이 해당 재배지역의 관리를 원하지 않
는 경우 지자체는 산림경영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재정비한다.

그림 2-9. 공유림 경영사업의 이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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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현황 및 실태
현재까지는 공유림의 경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거나 이행 실태를
분석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공유림 경영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먼저
인터넷을 통한 지자체의 사업 추진 기사를 검색하고, 해당 지자체의 산림
경영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였다. 조
사 결과는 <표 2-22>와 같다. 공유림 경영 사례는 많지 않은데, 이는 공유
림 가운데 벌기령에 도달한 임목을 가진 지자체가 많지 않고, 있다고 하더
라도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서 경영상의 이점이 없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22. 공유림 관리·이용 사례

충북
제천시

관리·이용 내용
비고
 봉양읍 명암리, 금성면 성내리, 수산  국유림 보호협약과 달리
면 상천리 및 하천리 등 7개 마을 주
보호계획수립 및 이행
민들과 임산물 양여협약을 체결함
의무는 없음
 2014년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산림  현재는 시에서 나무관리
관리를 목적으로 봉양읍 공전리 주민
를 하고 있으며, 5년 후
들의 협의 후 인근 시유지 40㏊에 밤
부터 주민에게 관리·판매
나무 4천본 식재
권한을 이전할 계획임
 군에서 3년 동안 관리한
후 임야 소재지 마을에
주민공동사업으로 위탁
할 계획임

경북
봉화군

 2015년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
성화를 목적으로 군유림 3㏊에 엄나무
재배단지 조성

전남
진안군

 2015년 지역 내 양봉사업 활성화를
위해 양봉을 하고 있는 사유림 인근
군유림에 밀원수를 조성

충북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일대 주민들이 인근  국유림 보호협약과 달리
군유림에서 송이를 채취할 수 있도록
보호계획수립 및 이행
산림부산물 채취계약 채결
의무는 없음

정선
화암면

 경제적 가치가 낮은 몰운리 산 일대  곤드레 파종, 수확 시 공
군유림 3㏊에 곤드레나물을 재배, 판매
공근로자 고용효과 발생

자료: 담당자와 전화통화 또는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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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유림 대리경영
2.7.1. 개요
사유림 대리경영은 자본이나 기술 부족으로 인해 산주가 사유림을 경영
하기 어려운 경우 산림 소유자에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임촉법)｣ 제6조에 규정된 대리경영자가 위탁받아 사유림을 경
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리경영사업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유림 경영 주체는 산주이지만 소유규모 및 자본규모가 영세하고, 산림
사업으로 발생하게 될 소득의 회수시간이 길며, 투자보다 수익이 낮은 데
다 산림경영기술의 부족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사유림이 방치되고 있는 실
정이다. 사유림 대리경영제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었
으며, <표 2-23>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표 2-23. 대리경영제도 이행 절차
절차

대상지 선정

산림소유자의
의사전달 및
조정
계약 체결
예산 신청 및
확보
사업실행
완료보고 및
확인

세부 내용
 대리경영 대상지역은 지속경영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임업진흥지역, 생산임지, 산림소유자가 대리경영을 희망하
는 산림)
 현지조사, 산림실태조사서 작성
 대리경영자(산림조합의 임업기술지도원)는 대상지역 내 산림
소유자와 대리경영 계약에 대한 의사전달 및 사업내용 조정
 대리경영자 ↔ 산림소유자 간 계약 체결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기준)
 대리경영자 → 시‧군 → 시‧도 → 산림청으로 예산 신청 후,
산림청 → 시‧도 → 시‧군 → 대리경영자 순으로 예산 전달
대리경영자

대리경영자 → 시‧군

자료: 담당자와 전화통화 또는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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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영제도 대상 지역은 지속해서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의 사유림
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대상은 산림소유자와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한 산림
이며, 실행주체는 임촉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대리경영자’이다. 계약체
결은 산림소유자가 소유산림 소재지의 산림조합 등과 상호 간 계약을 체결
하되 계약기간은 산림경영 기간과 산림경영의 효과를 감안하여 10년을 기
본으로 하고, 산림 소유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약체결된 대
리경영임지에 대하여는 산림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의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는다. 대리경영 체결
시 대리경영자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산림
경영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 보조금의 신청‧수령 등 각종 행정서
비스의 대행, 대리경영 산림에 대한 연 2회 이상 임목의 생육상황과 피해
여부 파악, 산림경영 관련 기술‧정보 및 산림사업자금 등을 제공한다. 대리
경영사업 완료 후 대리경영자는 시‧군에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를 정산
한 후 마지막으로 산주에게 사업결과를 통보한다.

2.7.2. 현황 및 실태
<표 2-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리경영에 참여하는 산주 수와 대리경

영 계약 실적은 감소하고 있고, 사업 실행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 감소하고 있다.
표 2-24. 연도별 대리경영 실적
단위: ㏊, %

연도

참여 산주 수

계약 실적

실행 실적

실행 비율

2001

4,647

65,686

2,950.5

4

2002

3,280

43,717

10,696

24

2003

2,920

41,742

19,322

46

2004

2,528

44,015

22,491

51

2005

4,304

43,653

21,54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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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참여 산주 수

2006

4,190

계약 실적
42,365

실행 실적
19,728

실행 비율
46

2007

2,551

27,129

14,922

55

2008

2,469

25,190

16,568

65

2009

2,677

21,046

16,164

76

2010

3,148

27,816

15,937

57

2011

2,553

26,681

8,658

32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내부자료.

대리경영의 실행실적을 살펴보면 조림이나 육림 등 산림자원 조성을 위
한 사업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는데, 사유림의 경우 경영 비율이 매우 낮
고, 경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산림의 경우에도 지역주민과 산주의 소
득 창출 목적에 의한 경영이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산림자원 조성사업의
하나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25. 사업종별 대리경영 실적
단위: ㏊, ㎞

실행 실적

조림

육림

임도개설

2001

2,950.5

481

2,469

2

2002

10,696

556

10,140

4

2003

19,322

1,461

17,864

4

2004

22,491

1,513

20,978

16

2005

21,542

1,013

20,529

1

2006

19,728

1,413

18,315

9

2007

14,922

1,088

13,834

5

2008

16,568

1,026

15,542

2

2009

16,164

780

15,384

11

2010

15,937

878

15,059

9

2011

8,658

-

8,658

-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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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선도 산림경영단지
2.8.1. 개요
산림청은 임업 침체의 주요 원인인 사유림 경영 침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경영주체가 사유림을 단지화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사유
림 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의 영세성 및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경영을
꺼리는 개별 산주들이 혼자서는 산림경영을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점
을 극복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산주 간 협력 및 공동 경영 계획을 작성하
도록 유도하여 경영면적을 규모화·집단화하고, 산림청 차원에서 이루어지
던 산발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합된 경영단지에 집중하여 산주의 수
익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사유림 산주가 자발적으로 사유림경영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개요는 <표 2-26>과 같으며, 산림청은 2017년
까지 전국에 50개 선도 경영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자와 대상
지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없고 국내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산주들의 참여가 저조해 2016년 6월까
지 총 13개소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6.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개요
세부내용
대상

사업
내용

 경제림육성단지 중에서 산주의 참여도가 높고,
 산림경영 여건이 우수한
 1천 ㏊ 이상의 규모화·집단화된 사유림 단지

전문경영주체에 의해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 소득사업 등 산림
사업 통합 실행(※ 국내 여건상 전문경영주체는 산림조합중앙회 한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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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지원
예산

 개소당 15억 원(국비 70%, 지방비 30%)
(※ 매년 평가를 통해 산림경영계획 최장 기간인 10년까지 예산지원)

 2017년까지 전국에 50개 선도 경영단지 조성으로 경영모델 확산
※ 선정계획: (’13)3 → (’14)8 → (’15)12 → (’16)12 → (’17)15개소
(총 50개소)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

추친
계획

2.8.2. 현황 및 실태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된 곳은 총 8곳(사유림)이지만 현재 사업이 진
행 중인 곳은 한 곳도 없다.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천 ㏊ 이상의 규모
화된 사유산지를 구성해야 하는데, 사업 초기에 참여하기로 한 사유림 산
주가 경영단지로 지정된 이후 참여결정을 철회하거나, 사업계획 내용에 대
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계획 작성 시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반시설 조성을 먼저 해야 하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업 착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7. 선도 산림경영단지 지정·운영 현황
단위: ㏊, 개소

시‧군별
8개 단지
울주군
홍천군
삼척시
홍성군
진안군
보성군
순천시
거창군

면 적
14,101
2,188
1,458
2,010
1,245
1,221
2,525
2,020
1,434

필지수
3,495
381
114
600
340
268
1,078
585
129

주: 본 자료는 2015년 6월 기준임.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

경영주체
8개 단지
울산광역시 산림조합
홍천군 산림조합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홍성군 산림조합
진안군 산림조합
보성군 산림조합
순천시 산림조합
거창군 산림조합

비 고
2014년
2013년
2014년
2014년
2013년
2013년
2014년
2014년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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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국가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에서도 해외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사례를 발굴·

정리하였다<표 3-1>. 2차년도에서 새로 조사한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브라질, 베트남이며, 부탄에 대한 사례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다
음 각 목에서 여섯 국가의 사례를 차례로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에서 1차
년도에서 조사한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표 3-6>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였
다. 2개년에 걸쳐 사례조사를 시행한 16개국의 분포는 <그림 3-1>과 같다.
1차년도와의 차이점은 2차년도에서 발굴한 해외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사례는 일반적인 Community Forestry(CF)라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 Community
Forest Enterprise(CFE)로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CFE란, 지역사회가 관리

하고 운영하는 기업형태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주로 CF가 관행되었던 나
라에서 CFE가 탄생하였다. 국가별로 CF의 탄생과 운영 방식이 다른 만큼
CFE 또한 일관된 정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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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사례분석 대상 국가

CFE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했던 나라는 멕시코이

다. 멕시코 혁명 이후, 정부는 목재 산업과 산림자원에 생계를 의존하는 농
민들의 소득과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개념을 도입하고 첫 기업을 만들었
다. 이후, 기업의 체계화와 지역사회의 운영에 의해 기업의 수익은 다시 지
역사회에 재투자되었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고용창출과 삶의 개선을 동
반하였다(Bray et al. 2006).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CFE는 형태와 목적이 변해왔고, 지역별 탄생 배
경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 및 조직 형태가 각각 다르다. CFE는 협회, 조합
또는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목적은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이 재
투자되어 마을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CFE가 생태계
서비스 및 환경 관련 비즈니스에 참여하면서 그들만의 시장을 창출하고 있
다. 시장의 참여는 CFE의 자율성을 높여주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개선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한다.

가치실현형,
환경증진형
서비스소득창출형/
교육·여가형
단순소득창출형
단순소득창출형,
환경증진형
가치실현형
교육·여가형
가치실현형
단순소득창출형
단순소득창출형

CFM(Community
Forest Management)

CF(Community
Forestry)

CF(Community
management
Forestry)

CIFM(Community
Involvement Forest
Management)

Community
Woodland

제안형집약화시업,
국민참가형산림관리

PFM(Participatory
Forest Management)

지역림산림이용자단체
(CFUG)

미국¹

캐나다¹

스웨덴¹

영국¹

부탄¹

네팔¹

CBFM(Community-B
환경증진형,
필리핀¹
ased Forest
단순소득창출형
Management)

일본

1,2

멕시코

1,2

CFM유형

명칭

국가

목재생산,
임산물(비목재)생산
목재생산,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증진

경제적 수익창출
경제적 수익창출,
산림의 다원적 기능
활용

목재생산

산림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

산림의 다원적 기능
활용
경제적 수익창출

산림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 교육·여가활동

목재생산, 환경가치증진

산림의 다원적 기능
활용

환경가치 증진,
경제적 수익창출

목재생산

휴양·관광 서비스,
교육·여가 활동

경제적 수익창출,
산림의 다원적 기능
활용
경제적 수익창출,
환경가치 증진

산림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 생물다양성 증진

주요 활동

산림의 다원적 기능
활용

주요 목적

표 3-1. 해외 국가들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외부지원금

외부지원금,
자체공동기금

외부지원금

자체
공동기금

자체
공동기금

헌법(1987년), 집행명령
192(1987년), 집행명령
263(1995년),
원주민권리법(1997년)

산림법(1993년),
산림규정(1995년)

산림과 자연보전에 관한
법률(1995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산림법(1960년)

자체
공동기금,
수익금
자체
공동기금

지역임업협정(1998년)

국유림의존 농촌지역
경제다양화법(1990년)

법적 기준

자체
공동기금,
수익금

자체
공동기금

펀딩

산림보호재생법(1991년),
토지법(2003년)

주: 1. 1차년도 대상국가, 2. 2차년도 대상국가

경제적 수익창출

외부지원금,
자체
공동기금

단순소득창출형

목재생산,
임산물(비목재)생산

CFM(시범사업 중)

베트남²

산림법(1999년),

인도네시아²

외부지원금

국가산림정책(1988년)

Forestry Code(1965년)

자체
공동기금,
자체
공동기금

목재생산,
혼농임업

외부지원금,
자체
공동기금

CBFM

인도²

경제적 수익창출

마을 토지법(1999년)

외부지원금,
자체
공동기금

목재생산,
임산물(비목재)생산

목재생산,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증진

JFM

브라질²

경제적 수익창출

-

산림과 야생동물
정책법(1994년),
목재자원관리법(1997년)

외부지원금

목재생산

외부지원금

경제적 수익창출,
산림의 다원적 기능
활용

단순소득창출형

CF(Community
Forestry)

탄자니아²

경제적 수익창출

목재생산

법적 기준

환경증진형,
단순소득창출형

단순소득창출형

CBFM, JFM(Joint
Forest Management)

에티오피아¹

경제적 수익창출

펀딩

목재생산,
임산물(비목재)생산

단순소득창출형

PFM(Participatory
Forest Management)

가나¹

주요 활동

경제적 수익창출

단순소득창출형

CFRM(Community
Forest Resource
Management
Program)

주요 목적

단순소득창출형

CFM유형

명칭

국가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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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도5
인도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산림관리에 참여하는 정책이 시행된
것은 1976년 국가농업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Agriculture)에 보고
된 사회임업(Social Forestry)이다. 기존의 산림정책이 산림보전에 중점을
두었다면, 사회임업 정책은 산림보전과 함께 임산물 생산 등으로 인한 수
익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이룩하는 것을 목
표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목표와 달리 1980년대 사회임업은 주로 대규모
조림사업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었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이후, 서벵골 지역에서 산림보호위원회(Forest Protection Committees:
FPCs)가 조직되어 지역주민들과 지역정부, 그리고 산림 관련 비정부 기구

등의 협업을 통한 산림관리 계획이 수립되었고, 나아가 1990년에 공동산림
관리(Joint Forest Management: JFM)로 발전하였으며, 현재까지 공동산림
관리라는 명칭의 지역기반 산림관리가 행해지고 있다.
표 3-2. 인도 공동산림관리의 특징
구분

내용

법적 기준

국가산림정책(1988)

담당행정기관

각 주(州) 산림국

참여 자격

사업 대상 산림 인근 지역에 거주

지역조직의
역할

공동산림관리위원회(Joint Forest Management Committee: JFMC)
창설, 자발형성산림보전조직(Self Initiative Forest Protection
Group: SIFPG) 구성

행정기관 역할

JFMC와의 계획 협의 및 승인, SIFPG의 활동 평가 등

인도의 Orissa 지역에 186,000㏊의 공동체림(Community forest)이 있는
데, 이 구역에서는 주민에 의한 벌목과 가축방목 활동 등이 법적으로 제한
5

본 내용은 Arnold(1990)와 Singh(2000)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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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다. 공동산림관리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Orissa지역이 인도의 대표적인 지역기
반 산림관리 성공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벌목과 방목활동 규제가 완화된 이후,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구(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의 지원으로 사회임

업 시범사업이 1983년부터 1988년까지, 1988년부터 1996년까지 2차례 실
시되었다. 1차 사업에서는 유칼립투스 조림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때문에 지역 내 농업용수 부족, 토양 성질의 변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주민단체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산림이용 필요성
을 자각하게 되었다.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던 1993년에 Orissa 지역에 본
격적으로 공동산림관리가 추진되었는데, 주민들은 수확물의 50%를 산림보
호 위원회(Vana Samrakhan Samiti: VSS)에 제공하는 대신, 산림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게 되었다. 2002년부터 인도 정부의 주도로 제3차 공동
산림관리가 추진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당시 정부 중점 과제의 하나였던
재조림프로그램(National Afforestation Program: NAP)의 하나로 추진되었
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림 활동으로 주민들의 참
여가 제한되었고, 산림관리 사업이 주민 소득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2006년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의 지원으로 20㏊의 산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제4차 공동산
림사업이 추진되었다.

1.2. 인도네시아6
인도네시아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수출을 목적으로 한 목재 생산이
활발해지고 대규모 산림 벌채 이외에 산업 조림 등 산림 개발이 진행되었
다. 이러한 개발은 산림 주변 지역에 옛날부터 살고 있던 주민의 합의 없
6

본 내용은 Sardjono(2004)와 Subarudi et al.(2003)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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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외에도 토지 소유와 이용을 둘러싼 분쟁
이 끊이지 않았다. 1999년 개정된 산림 기본법에서 ‘주민 참여형 산림관리
제도’를 인정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지역기반 산림관리가 시작되었다. 주목
적은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산림자원을 이용할 수 있
도록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970년대 이후 진행되었던 과도한 산림벌채로 훼
손된 산림을 보호, 복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역할을 하였고 1996년의 교
토의정서 합의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 추가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토지 등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산림 대부분이 국유
림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유림 이외의 소유권이 분명한 산림은 권리림으로
명명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지역기반 산림관리는 대부분 국유림
에서 진행되는데, 마을림(Hutan Desa), 공동체림(Hutan Kemasyarakatan),
관습림(Hutan Adat)의 세 가지로 다시 구분해서 관리되고 있다<표 3-3>,
<그림 3-2>. 마을림과 공동체림의 특성은 <표 3-4>와 같다.
표 3-3. 인도네시아 Community Forest의 형태
국유림

권리림(민유림)

마을림(촌락림)
(Hutan Desa)

생산림, 보안림

마을 행정기관
관리

공동체림
(Hutan
emasyarakatan)

생산림, 보안림

주민공동체가
관리

관습림
(Hutan Adat)
자료: Subarudi et al.(2003).

마을의 전통
조직

민유림
(단체, 협회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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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인도네시아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산림경영모델

자료: Sardjono(2004).

표 3-4. 인도네시아 Community Forest의 형태와 특징
마을림
(Hutan Desa)

공동체림
(Hutan Kemasyarakatan)
법적 기준
산림법(1999)
마을(촌락), 현 정부, 주정부,
담당행정기관
현 정부(Kabupaten), 산림부(산림성)
산림부(산림성)
산림이 행정적으로 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산림성 또는 현장(長)이
자격의 요건
선택한 지역에서 거주해야 함
여야 함
신청서
작성 지역정부가 관리계획 작성 후 농민단체 또는 농림조합이 신청
및 제출
제출
서 제출
산림성은 계획 승인 및 현장에서
의 비목재 임산물(Non-Timber
행정기관 역할 산림성 – 벌채 허가 승인
Forest Product: NTFP) 생산
관리·감독
산림관리 권한 목재이용(생산림) 및 NTFP 이용(보호림), 환경서비스 이용
자료: Subarudi et al.(2003).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섬 등 도시로 개발되지 않은 큰 섬 대부분은 국유
림이며, 과거부터 거주해 온 지역주민들에 의해 관리·이용되고 있다. 주민
들은 산림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정부에 의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밀림 지대가 많고, 정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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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고에 대한 관리
및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관리 체계의 부재에도 불구하
고, 지역주민들에 의한 산림관리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마련된 산림황폐화 및 산림전용 방지(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제도에 의해

인증받고 있다.

1.3. 탄자니아7
탄자니아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조림사업을 시
행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민참가형 산림개발 사업이 추진
되었고, 그 결과 1998년에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지역주민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가형 산림관리(Participatory Forest Management: PFM)가 제도하에
서 정착하게 되었다. PFM은 산림관리 목적과 산림유형에 따라 공동체기반
산림관리(Community-Based Forest Management: CBFM)와 공동산림관리
(Joint Forest Management: JFM)로 분류된다.
표 3-5. 탄자니아 Community Forest의 형태와 특징

비교
면적
마을 수

공동산림관리
산주(정부)와 이용자(커뮤니티)
와 연대하여 산림을 관리하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과 그 수익
등은 쌍방에서 분담함.
177만 ㏊
863개

공동체기반 산림관리
관리의 주체인 커뮤니티가 유일한
산림보전자인 동시에 수혜자가 됨.
정부는 윤리적인 측면만을 수동적으
로 보좌하는 입장임.
235만 ㏊
1,460개

자료: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Tourism, Forestry and Beekeeping Division(2006).

7

본 내용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Tourism, Forestry and Beekeeping
Division(2006, 2008)과 Scurrah-Ehrhart & Blomley(2006)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
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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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FM은 개인이나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림에서 이루어지

는 것으로, 해당 산림에 존재하는 나무와 임산물은 자체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이용·판매된다. 반면, JFM은 중앙 또는 지방 정부 산림에서 이루어지
는 것으로, 마을 주민들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서 산림을 이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정부에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탄자니아에서 PFM을 도입한 이후로 마을에서는 타지인에 의한 불법 벌
채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여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동시에 마을 재정 수
입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탄자니아에서 행해지던 불
법 벌채가 감소하고, 농지개간 건수도 줄어들어 산림 훼손 비율이 감소했
지만, 아직 산림을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 방법을 다변화하는 노
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1.4. 브라질8
브라질에서는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의사결정자의 특성에 따라 가족형
(family forestry), 공동참여형(Caboclas Workshop), 정책주도형(Colonist)으

로 구분하고 있다(Reem et al. 2011). 가족형의 대표 사례로 동부 아마존
일대 범람 지역인 Amapá 주(州) Mazagão 지역의 Foz de Mazagão Velho
숲 일대 주민들의 산림이용을 들 수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행정법상으로
는 토지 소유권이 없다. 다만, 주민들이 산림에 대한 이용 계획을 세워 지
방정부로부터 산림이용권을 획득하는 때에만 일시적으로 지역 산림을 이
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가구 대부분에서는 산림 이용 계획을 자체적으
로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고, 일본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에서는 산림이용 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였다. JICA의 도움으로 개별 가구들은 산림 이용 계획을 수
립할 수 있었고, 지역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양도 불가능한 토지 이용권을
8

본 내용은 USAID(2012)의 2.0 BRAZIL 부분을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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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하여 주민들이 산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주민들은 숲을 관리하
고, 숲에서 목재 수확 및 임산물을 채취를 하고 있으며, 임업을 통한 경제
적 수입 창출 행위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목재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만 수확하였고 임산물 채취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아사이
베리(açai) 재배, 새우 양식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참여형 산림관리는 타파조스(Tapajós) 강 지역주민에 의한 산림관리
유형이 대표적이다. 해당지역의 관할 사무소(The Oficinas Caboclas de
Tapajós: OCT)는 1998년 파라주 내 원주민과 아마존 환경 연구소(Amazon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PAM), 미국의 목재 연구소(Woods
Hole Research Center)가 공동으로 설립한 일종의 협동조합인데, 이들이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산림이용을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초기
에는 주민들이 쓰러진 나무를 이용해서 단순 생활 용품을 사용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OTC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산림생태학자, 전문 임업인이
100~200㏊규모의 산림에 대한 경영 계획을 수립해 지역 차원의 임업 경영

을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은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통해 생산
한 목재를 이용해 목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였으며, 이후 6개 지역사회가
추가로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OCT는 지역산림의 벌목에 대한 배
타적 권한을 획득했고, 목공예품 판매 수익의 5%는 지역 기금으로 기부해
서 발전소 유지, 교회 건설 등에 사용하고 있다.

56 해외 국가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그림 3-3. 브라질 지역기반 산림관리 이행 절차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지역의 산림관리 및 주민들의 산림을 이용한 소득
창출활동 장려 목적으로 아마존 지역으로의 인구이주를 정책적으로 장려
하였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역 산림관리가 정부주도형의 대표적인 형태
이다. 1994년부터 2002년의 8년 동안 300,000가구 이상이 브라질 아마존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각 가구들은 이주의 대가로 100㏊ 규모의 산림에 대
한 이용 권한을 부여받았다. 산림의 20%는 농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벌목
하는 것이 가능했고,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산림은 합법적으로 관리 또
는 경영해야 했는데, 각 가구들은 산림 경영 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나머지 80%의 산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브라질에서 지역기반 산림관리가 발전, 정착하는 단계는 크게 ‘형성단
계’와 ‘이행단계’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3-3>. 먼저, ‘형성단계’
에서는,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산림에 대한 이용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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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야 하는 단계이다.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대한 산림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으므로 산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정부로부터 법적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산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체는 먼저 산림 이용 계
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용 주체들의 산림 경영 역량이 부
족한 상황이고,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자본금 부족,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
한 사업 역량(또는 리더십)도 낮다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아마존 지
역 전반의 인프라가 열악하므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문제도 해결해
야 할 문제의 하나이다. 그 밖에도, 브라질의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이
용권 획득의 어려움,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도 장애요인
으로 작용한다. ‘이행단계’는 산림에 대한 이용권 획득 후 실질적인 경영
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지역기반 산림관리 이행 주체들의 임산물 생
산, 가공, 마케팅, 판매 등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반 역량이 부족한 상
황이어서 많은 경우 해외 선진국이나 환경단체 등 외부의 지원을 통해 사
업이 진행되고 있다.

1.5. 베트남
베트남 정부는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광대한
산림을 국유화하여 산림자원의 관리, 개발, 가공, 유통 등에 직접 관여하게
되었다. 국영 산림사업을 설립하고 산업용 목재의 생산을 관리하며 농업조
합, 여성 노조, 청년단체 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단체를 조직하였다. 당시
우선 추진된 정책은 간벌의 강화, 화전농업의 중지, 소수민족의 정착화 정
책이다. 주민들에 의한 임업은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존속되었으나, 커
뮤니티는 법적으로 인정된 행정단위의 가장 아래 순위에 있기 때문에 마을
단위의 산림관리는 법제화되지 않았다(Sam et al. 2007). 또한, 생산 분배
가 지속가능한 수확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의 요청에 따라 행해졌기 때문
에 산림의 황폐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베트남
정부는 산림정책을 대거 개편하였다. ‘국영 임업’에서 ‘가족경영 임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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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함으로써 토지를 공동체, 가족, 개인에게 할당하여, 더 적극적으로 산
림경영에 참여시켜 산림의 육성과 재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991년에 산림보호재생법의 제정으로 생산림의 이용권은 가족과 그 외

비정부단체에 분배하게 되었으나, 2004년이 돼서야 공동체임업(Community
Forest Management: CFM)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공동체임업의

개발은 여전히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공식적인 국가 프로젝트가 개발되어야
할 시기이다. 2003년에 제정된 토지법은 토지의 관리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공동체(지역사회)를 토지 이용자로 편입시켜 공동체 임업의
실현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공동체산림보유권의 합법성은 2004년
에 인정되어, 산림보전·개발법(Law on Forest Protection and Development)
이 승인되었다. 이 법은 베트남에서의 공동체임업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전통적인 지역 산림관리제도를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
추게 해주었다.

1.6. 부탄9
부탄은 1995년 산림과 자연보전법(Forest and Nature Conservation Act:
FNCA) 개정을 시작으로 관련된 법이 제정되면서 부탄 농촌 지역의 CF를

위한 체계가 형성되었다(DoF 2004; RGoB 2006). 그 결과 CF가 부탄 전역
으로 확산되었으며, 2015년 7월 현재, 612개의 CF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3-4>와 같이 2006년까지 38개에 불과했던 CF가 10년 사이에 20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CF가 지역사회에 미친 사회, 환경, 경제 영향이 컸음이 증
명되었기 때문이다(Phuntsho 2011; Subei 2011). 부탄 CF 관리 매뉴얼은 4
부분으로 구성되며, 그 절차는 9단계로 진행된다<그림 3-5>.

9

본 과제에서 부탄 UWICE에 위탁한 ‘Community forest and community forest management plan: Issue and way forward for Bumthang Dzonkhag’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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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부탄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추이
단위: 개소

그림 3-5. 부탄 CF 관리 매뉴얼
CF Manual
Part Ⅰ
Initiating
Community
Forestry

1. Initiation of CF
Process

2. Application

CF Manual
Part Ⅲ
Silvicultural
Options for
Community
Forestry

3. Review of
Application

4. Acceptance of Application

5. CF Management
Plan Preparation

6. Submission and Review
of CF Management Plan
and By-laws

CF Manual
Part Ⅱ
Community Forest
Management
Planning

7. Approval

8. Implementation

9. Monitorins

자료: Department of Forests(2004).

CF Manual
Part Ⅳ
Record Keeping
and Institutional
Strengthening for
Community Forest
Managemen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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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대상지인 Bumthang Dzongkhag는 부탄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총면적은 2,708.46㎢이고, 16,000명이 거주하고 있다(National Statisitics
Bureau 2012). Bumthang Dzongkhag의 산림면적 비율은 66.7%이고, 주요

수종은 Bluepine(Pinus wallichiana)이며, 침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DoFPS 2015). Bumthang Dzongkhag는 해발고도가 2,400~6,000m에 달하

는 지역으로 산림의 나무를 주로 땔감으로 이용하고 있다. 2015년 9월 현
재 Bumthang Dzongkhag의 CF 개수는 27개에 달한다. CF가 관할하는 산
림 면적은 2,865㏊이며, 총 828명이 CF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림 3-6. Bumthang 지역 첫 CF인 Shambayung 마을 전경

자료: UWICE.

UWICE가 현장 조사를 통해 발굴한 Bumthang Dzongkhag 지역 CF의

도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공유의 부재이다. 둘째, 기술 능력의
부재이다. 셋째, CF 범위 설정의 문제이다. 이 때문에 CF 간, CF와 다른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넷째, 계획 수립 및 수정의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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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탄의 CF는 수립 이후에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검토(review)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거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때문에 승인받지 않은 계획하에 사업이 진행되고,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UWICE는 2015년 다양한 CF 이해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부탄 CF 활

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든 계획은 부탄어(Dzongkha)와 영어를
병행하여 써야 한다. 둘째, 모든 구성원들은 산림경영에 필요한 기초 지식
을 습득해야 한다. 셋째, 이해관계자와 CF 내 구성원 간의 협력을 위해 지
구 임업 부분(District Forestry Sector: DFS) 주도로 연차 총회를 개최한다.
이 총회에서 CF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규칙들이 CF 구성원에 전달되어야
한다. 넷째, CF 구성원은 구역 내 모든 자원을 이용하도록 장려되어야 한
다. 다섯째, CF 경계를 명확하게 확정해야 한다. 여섯째, CF 구역 밖에 일
정 면적의 완충 구역이 확보되어야 한다.

1.7. 기타 국가
1차년도 연구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11개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문헌조사를 통해 정리·소개한 바 있다. 1차년도
에서 소개한 11개 국가의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특징은 <표 3-6>과 같다.
부탄과 네팔 등의 국가에서는 Social Forestry라는 명칭의 지역기반 산림
관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목재나 임산물 등을 수확·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산불 관리나 외부인에 의한 불법 벌채 감시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민경택 외 2014). 캐나다에서는 Model Forest라는 명칭의
지역기반 산림관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산림에서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
램 제공, 스키와 산악자전거 트레일 개방 등을 통한 관광서비스 창출이 대
표적이 사례이다(석현덕 외 2013).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는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의 일환

으로 산림보호활동과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영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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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기반 산림관리 프레임워크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숲에서 유아 교육
을 하거나 여가를 보낸다.
표 3-6. 해외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목적과 특징

미국

캐나다
멕시코

목적
생태계 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원주민 재산권 인정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스웨덴

 지역 전통자원의 관리
및 환경보전

영국

 지역 환경 자원의 관리
 도시민들에게 휴양 공간
제공

일본

 국가의 국유산림 관리비
용 경감 및 국민들의 산
림서비스 이용 수요 대응

부탄

 국가의 산림관리비용 부
담 경감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계 수단 마련

네팔

 산촌주민의 생계 유지 및
국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
해 시행

필리핀

 지역주민들의 생활 수준
개선이 목적

특징
 대체적으로 국유림에서 행해짐
 지방정부, 지역사회, 협동조합 등 지
역사회 이익을 대표하는 다양한 참
여자가 존재함
 전체 산림의 80%가 공동소유산림임
 공유산림의 비율이 높고, 개별 주주
들의 협의체에 의해 지역 산림관리
가 행해지고 있음
 잉글랜드의 경우 도시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농촌
지역 경관 및 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국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
역산림이 관리되고 있으며, 정기적
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워
크숍이 활성화되어 있음
 지역주민들이 단체를 설립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산림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
해 지역산림 소유 인증서를 발급함
 두 가지 형태의 지역임업 존재
- 지역림(community forest): 황폐화
된 산림 회복을 목적으로 함
- 공동산림관리(collaborative forest
management): 산촌주민의 생계수
단 마련, 편익 증진 도모
 지역참여자들은 25년 동안 산림에 대한
이용 권한을 부여받으며, 산림관리와
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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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목적

가나

특징
 혼농임업 형태가 많으며, 관습적으
 산림의 농지 전용으로
로 이어져 온 토지에 대한 소유권한
인한 국토 황폐화 및
을 인정해주고 있음
높은 빈곤율 등의 문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
극복을 위해 도입
는 경우가 있음

 양봉, 혼농임업, 껌 채취, 연료 수집
등 임산물 채취 및 판매를 통한 생
 정부 주도 산림관리의
계 유지가 대부분임
한계점 극복 및 산림
에티오피아
 주민들이 지역 산림에 대한 순찰 행
의 다목적 기능 극대
위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경우
화 도모
에 따라서는 정부의 순찰대 역할을
대행하기도 함
자료: 민경택 외(2014)를 재구성함.

2. 해외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유형화

2.1.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기반 산림관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국가별 지역기
반 산림관리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 또는 분석하고 있으므로 국가별, 지역별
또는 목적별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행위가 다른 사례와 어떤 점에서 유사하
고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전례도 없다. 본 연구에서
는 해외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특정 기준에 따라 유형화함으로써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유형별 특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정
착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거나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 적합한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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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형화 방법
사회현상에 대한 비교분석의 방법은 크게 사례중심전략(case-oriented
strategy)과 변수중심전략(variable-oriented strategy)으로 구분할 수 있다
(Ragin 1987). 사례중심전략은 비교, 또는 대조가능한 독립적인 실체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각 사례는 그 자체로 비교되어야 함을 주장
하고 있지만, 변수중심전략은 비교 가능한 독립적 실체의 존재를 가정하기
않기 때문에 연구자가 개별 사례들 내에 숨겨진 속성들이 지닌 공변성의
기본 패턴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홍경준 1999). 사례중심전략은 상
세하고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적은 수의 관찰대상을 정확하게 설명하며,
변수중심전략은 많은 수의 관찰대상에 일반화될 수 있는 설명 논리를 찾는
것이 특징이다.

2.3. 유형화 결과
본 연구에서 16개국의 사례를 고찰하였으나, 변수중심전략을 선택하기에
는 사례의 수가 부족하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기반 산림
관리는 국가나 지역별 또는 목적이나 행위 주체들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모집단에 속하는 비교적 동질적인 사례들로 보
기보다는, 몇 개의 모집단에 나누어 분포하는 이질적인 사례들의 집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례중심전략’을 활용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산림을 이용하는 주요 목적을 ‘경제적 수익 창출’과 ‘산림의 다원적
기능 활용’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그다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방법에 따라 다시 구분한 후, 주요 활동을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하였
다. 목적 외에 관리주체나 자금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산림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할 경우 각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해외 국가들
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보다 집중해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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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부의 1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다각
도로 진행되고 있고(석현덕 외 2015), 또한 산림에서의 휴양과 치유에 대
한 관심이 국민의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들 수요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해외 사례에서 도출해 내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산림 이용 목적을 기준으로 해외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해외의 지역기반 산림 이용을 단순 소득창출형, 서비
스소득 창출형, 환경증진형, 가치실현형, 교육/여가형의 다섯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표 3-7>, <그림 3-7>, <그림 3-8>은 세계 지도에 해당 유형
을 표시한 것이다.
표 3-7. 해외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유형
유형

정의

해당 국가

단순
소득
창출형

산림에서 목재, 비목재 임산물을 채취 또는
생산하여 판매하는 유형

가나
네팔
멕시코
베트남
부탄
브라질
스웨덴
에티오피아
인도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필리핀

서비스
소득
창출형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산림에서 스포츠,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캐나다

환경
증진형

산림을 보호·육성해서 생태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활동

미국
스웨덴
인도네시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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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정의

해당 국가

가치
실현형

추모, 기념 등을 목적으로 산림을 활용하는 유형

미국
영국
일본

교육·
휴양형

산림이라는 공간적, 물리적 자원을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산책, 등산 등의 행위를
향유하는 유형

영국
캐나다

주: 해당 국가는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것임.

그림 3-7. 해외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유형구분

주: ● 단순소득창출형, ● 가치실현형, ● 단순소득창출형+환경증진형, ● 환경증진형+가치실현형
● 가치실현형+교육/여가형, ● 서비스소득 창출형+교육/여가형

그림 3-8. 16개국의 유형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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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특징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기반 산림관리가 국민의 숲,

국유림대부, 공동산림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리화(2002)는 우리나라의 산림 이용 형태를 참여 방법에 따라 행정주도
형, NGO 주도형, 시민자율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따
른다면, 앞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지역기반 산림관리는 행정주도형이 대부
분이다.
실제 운영 형태를 살펴본 결과 제도에 따른 이용 형태의 차이가 크지 않
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국유림대부나 공동산림사업은 모두 국유림
을 이용할 수 있게 장려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사업 내용의 경우
에도 두 제도 모두 ‘공공시설설치’, ‘산림소득개발사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국유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산림조합사업’의 경우에도 지역산림을
이용한 소득개발 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공동산림사업의 ‘산림소득개
발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두 제도는 협약 참여 자격에서만 국
유림대부는 국가/지자체, 산림조합, 임업인, 공동산림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장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표 4-1>.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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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유림대부의 경우, 산지축산이나 임산물 재배의 규모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나 사유림 산주가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경작하고 있는 산림
인근의 국유림을 대부받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선도산림경
영단지가 사유림 산주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인근의 사유림 산주와 공동
으로 산림을 규모화하여 경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실
제로도 선도산림경영단지 참여단체가 소유한 사유림 가운데 국유림이 포
함되어 있어 국유림대부를 신청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한 곳이 있었다. 이
처럼,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 산림 이용 제도의 경우 서로 목적이
유사한 경우가 많고, 실제 운영 형태도 제도별로 차이가 없다.
표 4-1. 국유림대부사업과 공동산림사업의 공통점과 차이점
국유림대부사업

사
업
내
용

참
여
자

공동산림사업

비교

공공·기반시설설치용으로 사용
산림공익시설설치

산림공익시설설치

공통

국유임산물 채취·가공·운반시설설치
임산물 재배 등
산림조합 사업수행

산림소득개발사업

공통

-

산림기반연구사업
기타 국유림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차이

국가/지자체, 산림조합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

공통

광업권자, 버섯·산나물·약초 재배를
통한 소득창출희망자

-

차이

현실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산림관리 및 이용률
이 낮고,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제도가 복
잡하기 때문에 이용객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지역 산림 자원이 가진 기능을 백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역기반 산림관리는 지역주민 주도의 자발적 산림
이용보다는 제도 중심의 제한적 산림 이용인 경우가 많고, 각각의 제도 간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아 실제 산림 이용 형태가 비슷한 경우도 많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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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는 각 제도를 재정비해서 보다 효율적, 차별적으로 개별 사업
들이 추진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 등 수요자들의 요구
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2.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 개발 전략

각 국가의 지역기반 산림관리는 그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
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 해외의 지역기반 산림관리는 대체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생계유지와 국가의 산림관리 비용 부담 경감의 측면에
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
한 교육, 여가 등의 목적으로 주민이나 국민이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 산림관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황폐
화된 국토의 녹화를 목적으로 한 산림보호 위주 정책에서 최근의 사회·경
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산림에 대한 이용 요구 증대
를 반영한 국민의 숲, 공동산림사업 등 제한적 지역기반 산림 이용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역기반 산림 이용 특징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환경적 특성들은 향후 산림관리 정책 설정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한‧중 FTA 등 시장개방 확대라는 경제적 환경 변화를
겪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 같은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농림어업 부문의 6차산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2000년대 초반의 참살이 열풍과 더불어 최
근에는 심고 가꾸는 것보다 산림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고자 하
는 요구가 증가했고, 산림청 또한 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제5차 산림
기본계획을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로 제시하였다(산림청 2013). 정부의 산림복지정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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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림이 제공하는 유무형의 건강·교육·문화·휴양 등의 혜택을 다수의 국
민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 정책과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부응해 산림청에서는 산림탄소상쇄
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고, 기업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
는 상황이다(산림청 2013).
현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으
며, 그 핵심은 규제개선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이 계획의 하
나로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1차산업을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
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산림부문은 그동안 산지규제 완
화 등을 통해 민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목재생산, 단기임산물 등 전통적인 임업분야는 채산성 악화, 인프라 부족
등의 원인으로 민간투자가 위축되어 있으며, 수요가 늘어나는 산림복지서
비스 분야도 초기단계로, 산업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석
현덕 외 2015). 전통임업과 새로운 산림비즈니스를 아우르는 산림‧임업 전
반에 걸친 민간 투자 활성화를 모색하여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임업 부문별로 민간 및 기업 투자의 제약요인,
개략적인 중장기 전망과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편, 농림수
산식품부의 2015년 업무보고는 3개의 핵심과제와 5개의 주요 실천계획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표 4-2>, 산림청은 대내외적 환경변화 등을 이유로 제
5차 산림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기본계획에 명시된 변경의 대내

외적 원인은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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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핵심과제와 실천계획
3대 핵심과제

5개 실천계획

농업의 6차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농심품의 가공과 유통·농촌관광을 결합한 6차 산업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첨단화·규모화를 통한 농식품 경쟁력 강화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
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확대

행복한 농촌 만들기와
삶의 질 향상

귀농·귀촌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농촌지역
생활안정 도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표 4-3.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요인
구분

변화 요인

외부 여건 변화

경제의 불확실성과 일자리 문제 부각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융복합 가속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 중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 발전 요구 확대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필요

내부 여건 변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 부진
산림복지 등 사회임업 수요 증가
산림의 공익가치 증대와 시장실패
FTA 확대에 따른 임산업 경쟁력 위기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 조화 시급

자료: 산림청(2013).

이상의 경제·사회·환경적 요인과 앞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지역기반 산림
관리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의 개발
틀을 구상해 보면 <그림 4-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산림자원의 경제
적 활용 및 6차 산업화’와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산림복지 증진’은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에 반드시 담아야 할 시대적 요구라 하겠다.

74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 개발

그림 4-1.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 개발틀

3.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안)

해외 국가들의 경우 산림을 활용한 소득 개발 행위는 임산물의 생산 및
가공을 통한 판매(단순 소득 창출형)와 휴양 등 산림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형태(서비스 소득 창출형)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순 소득 창출형은 네팔, 부탄 등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고, 서
비스소득 창출형은 캐나다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지역
기반 산림관리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산림 이용을 크게 ‘산림을 활용한 소득 창출’과
‘산림의 다원적 기능 활용’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경우에 이용 목적에 맞추

어 현재의 정책을 수정·보완하거나 새로운 산림 이용 제도를 제시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의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이 같은
구분으로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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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회적 환경 변화
박근혜 정부는 18대 대선공약의 하나로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제시
한 바 있으며,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 친환경 농림수산업의 생산·유통기반 구축과 도시농업 육
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농식품농어촌특별포럼 2014). 한편, 정부는 지역발
전의 정책 비전을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 희망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지역 행복 생활권 기반 확충’,
‘지역 문화 융성’ 등 6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완주군 2014).

우리나라 임업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임가소득의 대부분이 임가 소유의
밭이나 야산에서 임산물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은 임산물 재배형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초 제4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
의에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등 2개 과제
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컴퓨터로 먹고 살 수는 없다.
농업, 어업은 인류역사가 있는 한 영원히, 그런데 어떻게 발전을 시키느냐,
시대에 맞게 경쟁력을 키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처럼 농업 등의 1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분야 간 융합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산물의 생산·판매
를 통한 임가소득 증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고, 최근 정부
의 농식품 분야의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을 고려했을 때, 소득개발 사업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3.2. 문화적 환경 변화
영국이나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산림에서 교육이나 여가 서비스를
향유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석현덕 외 2013),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숲유치원, 산림 치유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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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여가형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도입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등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산림을 보호하고, 산
림을 벌채하는 대신 산림에서 채취하는 임산물과 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
탄소 등 온실가스의 경제적 가치를 탄소배출권의 형태로 거래하는 형태가
활성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자발적 탄소시장인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운영
되고 있고, 이브자리나 유한킴벌리, 생명의 숲 등 기업과 민간단체도 산림
탄소 흡수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을 조성해 오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 포항
시에 위치한 한동대학교의 경우 군 부대의 사격 훈련 도중 산불이 발생해
황폐화된 산림을 학생 주도로 복원한 바가 있고, 최근에는 대학교의 개교
일을 기념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모금 활동을 통한 학교숲 조성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트리플래닛이라는 민간 기업은 최근 동남아
시아 등으로 확산된 한류 열풍을 숲 조성과 연계하여 연예인의 이름을 내
건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같은 활동들은 뜻을 같이 하는 사
람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자신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숲을 조성하는 가치실현형 산림관리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활성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3.3.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 유형화
이상의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
델을 소득창출형과 다원적 기능 활용형으로 크게 구분하고, 전자는 임산물
생산형과 산림서비스제공형으로, 후자는 교육·휴양형과 가치실현형으로 구
분하고자 하였다. 각 형태별 정의는 <표 4-4>와 같으며, 이를 해외 지역기
반 산림관리 유형과 연결시킨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교육/여가형’은
‘교육/휴양형’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이는 최근 산림청의 조직과 법률 등

에 ‘여가’ 대신 ‘휴양’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유형화 .
결과로 각각 도출된 ‘환경증진형’과 ‘가치실현형’은 ‘가치실현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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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환경증진이 다양한 산림서비스 가치가 실현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4.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의 유형
구분

유형
① 임산물
생산형

지역주민들이 산림을 소득창출 공간으로 활용하여
임산물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지역주민 소
득 증대를 도모하는 유형

② 산림서비스
제공형

외부 사람들에게 임산물 생산 기회 또는 휴양시설
등의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산림 서비스를 제
공하여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유형

③ 교육
/휴양형

산림이라는 공간적‧물리적 자원을 교육적 목적으
로 활용하거나 산책, 등산 등의 행위를 향유하는
유형

④ 가치실현형

산림을 조성·관리하는 행위를 통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거나 공동의 가치를 기념
하고 공유하는 유형

소득
창출형

다원적
기능활용형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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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와 해외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관계

4.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의 운영 방안

4.1. 제도 도입 방향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 제도적 절차는 크게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정비하는 방법과 새
로운 형태의 제도를 고안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네 가지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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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과 비교하여 목적이 같은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산림 이용 관련 제도들을 한
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안)과 연결시킨 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에 따른 우리나라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제도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 유형

임산물 생산형

국유임산물 양여제도
국유림 대부사업
공동산림사업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유림 대리경영
공유림 경영

산림서비스 제공형

국유림 대부사업
공동산림사업
사유림 대리경영
공유림 경영

교육/휴양형

국민의 숲
공동산림사업

가치실현형

국유림보호협약
공동산림사업
국유림대부
공유림 경영

소득
창출형

다원적 기능
활용형

현재 운영 중인 지역기반 산림관리 제도

이처럼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 유형별로 현행 우리나라의 지역
기반 산림관리 제도는 다음과 같이 중복된다.
첫 번째, 국유림대부 사업의 경우 공익 목적으로 국유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공동산
림사업의 경우에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기후변화대응 연구를 위해
서, 또는 임산물 재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공유림 경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제도의 차이는 참여자인데, 국유림대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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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국가나 지자체, 산림조합 또는 임산물 재배를 통해 소득 창출을 희망하
는 자로, 공동산림사업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으
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유림 경영의 경우에는 지자체나 시민단체 또는 임
산물 재배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자로 정해져 있다.
두 번째, 산림관리 참여 절차도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산림을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산림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 또는 지방산림청이나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의
10%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 지불하고 나머지 90%는 참여자가 가져가게

된다. 그 외의 경우에도 사업 시설을 위해 투자한 시설의 국가 체납 등으
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조건이 비슷하다. 참여자에 따른 운영 형태의 차
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서로 다른 이름의 제도가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제도 운영 방향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산림 이
용 의사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모델별 성공 시범사례를 만들어 내고, 추
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의 추진 절차를 <그림
4-3>과 같이, ① 대상지역 선정, ② 커뮤니티형성, ③ 산림관리계획 작성,
④ 산림관리 이행, ⑤ 산림관리 평가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단, 첫 번

째인 대상지역 선정과 두 번째인 커뮤니티 형성은 선후가 바뀔 수 있다.
새롭게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산림을 이용할 새로운 방법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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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안) 시범사업 추진 절차
① 대상지역 선정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 유형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② 커뮤니티 형성

시범사업 대상지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델(안)별
목적 달성을 위한 커뮤니티(주민의견 합의체) 형성

▼
③ 산림관리 계획 작성

커뮤니티 및 산림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지역산림 이용계획 수립

▼
④ 산림관리 이행

커뮤니티에 의한 지역산림 이용계획의 이행

▼
⑤ 산림관리 평가

산림분야 전문가(생태, 경영 등)에 의한
지속가능성 및 목적 달성 여부 평가

4.2.1. 대상지역 선정
가. 산림소득 창출

임산물 생산형과 산림서비스 제공형은 각기 다른 시각에서의 대상지역
을 선정해야 한다. 임산물의 경우 산림이라는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식품이라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서울 등 대도시와 거리가 멀수록 임
산물로서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단, 이 경우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임산물
을 대도시로 유통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때, 지역주민이 유
통의 역할까지 담당할지 제3자를 참여시킬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산림서비스 제공형의 경우, 지역주민이 산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주요
소비자가 휴양이나 여가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도시민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도시민의 산림에 대한 접근성이 주요 고려 요소가 된다. 소득창출
형의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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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소득창출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 적용 대상지 선정 시 고려사항
임산물 생산형

공통 고려 사항

산림서비스 제공형

 임산물 생산에 유리
 산림의 휴양 또는 산림의
 임가 평균소득이 낮
한 산림환경을 갖춘
교육적 가치가 높은 지역
은 지역
 산림휴양 인프라 또는 교육
지역
 주민들의 지역산림을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
 대도시 등 임산물 소
이용한 소득창출 수
 대도시 등 도시 수요자들
비지와 가급적 인접
요가 높은 지역
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
한 지역

나. 다원적 기능 활용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여가나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가구 평균 소득이 높으며, 그 밖에도
울산광역시 등 중화학 공업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도시의 평균 소득이 높
다. 하지만, 대도시에는 대규모 산림지대가 많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
구밀도에 비해서 거주민 1인당 산림의 면적은 높지 않다. 한편, 지역별로
는 전북이 16.4㎡/인으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 12.71㎡/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지역은 가구 평균 소득이 서울이나 경기 등 대도시가 위
치한 지역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에서의 교
육·휴양에 대한 수요는 도심 지역에서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실적으로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림은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문제점
이 있다.
따라서,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 중 산림의 다원적 기능 활용, 특
히 교육/휴양형의 경우 도심에서는 주민들이 제한적으로 산림을 이용하는
방안 또는 새롭게 도시림을 조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산
림이 풍부한 지역과 도시민들을 연계시켜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반면, 가치실현형의 경우에는 산림을 이용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에 비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 개발 83

해 장소의 제약이 낮을 수 있다. 다원적 기능 활용형의 대상 지역을 선정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표 4-7>과 같다.
표 4-7. 다원적 기능 활용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 적용 대상지 선정 시
고려사항
유형

고려 사항

교육/휴양형

교육/여가 관련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거나
설치가 용이한 지역
실수요자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

가치실현형

커뮤니티가 설정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

4.2.2. 커뮤니티의 형성
어떤 경우에서건,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이
인근의 산림을 이용하기 위해 집단화되고(community 형성),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community의 공동 목표 수립), 집단 의견에 따른 산림 이용 계획
을 작성하게 된다. 공동체 기반의 산림관리가 산림의 상태(outcome)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다수의 실증 연구가 있다(Persha et al. 2011; Koo
et al. 2015; Porter-Bolland et al. 2012).

산림을 소득창출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념을 적용해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커
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회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해
결해 나가자는 것’으로, 지역사회 스스로가 지역 자원을 경영한다는 자세
로 문제에 접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제 모델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성의
중요 요인을 지역주민들의 자신감과 적극적 참여,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
필요성 인식, 특화된 콘텐츠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주상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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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이 제시된 바 있다(Hillery
1955; 장세훈 2000; 최병두 2006; Ostrom 1999; Owen et al. 1995). Hillery
(1955)는 커뮤니티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로 지리적 영역(geographical
area),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동의 연대(common ties)를 제

시하였다<표 4-8>.
표 4-8.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
항목

세부내용

지리적 영역

공동 생활터전이며, 공간적 단위는 주민 간의 상호교
류가 가능한 근접성, 문화의 단일성, 생활의 통합성을
지녀야 함.
최근에는 교통과 통신매체의 발달로 지리적 영역이
광역화되고 있으며, 주민들도 이에 맞는 인식의 전환
이 필요함.

사회적 상호작용

일반적으로 커뮤니티는 일정 지리적 영역 내에서 공
동생활을 영위하는 주민 간 상호교류작용을 통해 형
성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필수 요소임.

공동의 연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 유대감이 형성되며, 이
는 혈연이나 지연 등으로부터 나오는 원초적 공동의
식이 아닌 획득적 공동의식임.

자료: 유임춘(2010).

장세훈(2000)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에 기초하
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표 4-9>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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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커뮤니티 형성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항목

세부내용

프로그래밍 방식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에 기초한 문제해결
에 적합함.

전략적 접근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나 조건을 변화시키는 등의 가시적,
구체적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종합적 전략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과 개선 노력의 결
과를 가급적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신감과 연략 향상 체계 마련 필요

지역주민 주도

정부 주도의 주민조직은 사업 종료시 함께 사라지거나 기
능을 상실하게 됨.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
해서는 주민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조직을 형성해 나가는
경험이 필요함.

리더쉽 확보

주민의 신뢰를 받으며 추진력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며, 이
들을 중심으로 주민들 자체적인 조직을 형성하고 문제 해
결 능력을 함양하게 됨.

지역사회의 지원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지역사회의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이웃신뢰 및 유대, 주민조직 참여 등에서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여성 지도자 발
굴 및 육성 등의 지원이 필요함.

자료: 장세훈(2000)을 재구성함.

최병두(2006)도 지역공동체 복원의 조건이 되는 요소들을 <그림 4-4>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Ostrom(1999)도 자치 공동체의 조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사용자의 특성을 제시한 바 있다. Owen et al.(1995)도
건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산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의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정책과
법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거버
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은 없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거버넌스가 모범 실무
(best practice)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Shahabuddin & Ro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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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해관계자의 산림관리에 대한 관여 정도는 해당 지역과 산림관리 목적
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상황에 맞는 거버넌스의 구조와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즉, 누가 어떠한 역할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만 한다(민경택 외 2014).

그림 4-4.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 및 관계
경제·정치적 특성
산업기반

사회문화적 특성

재정상태

신뢰, 참여

공간환경적 특성

네트워크

인구, 면적

환경상태

공동체 복원조건

공동체
관련이론
공동체
복원경험

공동체
복원이론
과 유형

개념화

공동체 복원방향 모색

기준

문화형, 관광형, 생태형,
교육형, 가족형, 건강형,
산업형, 전통형

공동체
복원원칙
과 전략

기본원칙

기본전략

주요 검토사항

대안적
산업발전

행정체계
개혁

새로운 사회
공간적 관계

공간계획
재편

대안적
지역문화

자료: 최병두(2006).

4.2.3. 지역기반 산림관리 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지역산림 이용 방향을 중심으로 주민들 간의 의견 합의가 도출되고 커뮤
니티가 형성되고 나면, 커뮤니티 차원에서 지역산림의 이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국유림보호협약이나 공동산림사업,
산림대리경영 등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공‧사유
림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요령 등 관련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
획 작성 운영 요령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게 되어있다.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 개발 87

그림 4-5.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서(좌) 및 경영계획도(우)

자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위한 계획서는 현재 사용 중인 양식을 기초
로 하되, 작성이 용이하도록 일부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4-5>의 ‘산림경영 계획서’에는 산림소유자 인적사항
과 작성자 및 자격증번호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기반 산림관리
의 경우에는 작성자가 신청 지역의 주민들의 정보를 적도록 수정하여 사용
한다. 또한, 작성이 용이하도록 계획서상에 지역산림 이용 목적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는 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그림 4-5>의 사유
림 산림경영계획서를 지역기반 산림관리 계획서의 양식으로 수정한 예시
는 <그림 4-6>과 같다.
지역주민들이 작성한 산림 이용 계획서는 산림분야 전문가 및 이용 목적
에 따른 전문가, 즉 임산물 생산이나 산림 서비스제공과 같이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임산물의 유통과 판매 및 산림분야 서비스산업 경영자
등의 분야별 전문가, 그리고 산림청 등 산림 관련 기관 및 지역주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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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성된 계획 검토 위원회(가칭)가 심의한 후 산림 이용에 대한 승
인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이용계획이 승인되면 주민대표와 산림소유주
간 이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그림 4-6. 지역기반 산림관리 이용 계획서 예시(안)

□ 경영계획 개요
①경영계획
사유림 일반 경영계획구 ②경영계획
구 명칭 및 마암리
2007. 2 ～ 2017. 1.31
기간
51.3
ha
면적
홍길동 외 0 인
대전시 서구 반포리 986번지
③경영주체
④주 소 전화 : 042-400-1111
(커뮤니티명)
XX 마을주민
⑤경영목적
⑥인가사항 담당자
⑦인가일자
년 월 일
⑧연장인가 담당자
⑨인가일자
년 월 일
변경사항

□ 산림현황
①소유자 ②산림소재지 ③지번

④임반 ⑤소반 ⑥면적(ha) ⑦산지구분 ⑧경사도

경

20.0

보전산지
(생산)
〃

홍길동 공주.반포.마암

산2

1-0

1-0-1-0

11.5

국유림 공주.반포.마암

산4

1-0

1-0-2-0

급

“

“

“

1-0

1-0-3-0

12.5

〃

경

“

“

산5

2-0

2-0-1-0

7.3

〃

험

⑨수종

⑩임령

□ 임황조사
지번

임반

소반

산2

1-0

1-0-1-0

1-0

1-0-2-0

낙엽송

1-0

1-0-3-0

잣나무

2-0

2-0-1-0

기타
참나무류

)

소나무 75/30-9
15/10-20
참나무류
0

산4

산5

⑪수고(m

<구비서류> 경영계획도 00 매

15/15-1
5
10/10-1
2
25/20-3
0

10/5-15

⑫경급(cm) ⑬총축적(㎥)
26/6-50

1,550

8/6-20

600

치수
10/3-15

14/6-20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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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집단은 산림 이용 및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역전문가
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계획인지 평가하도록 하여 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만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이용계획을 재작성하거나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계획을 보완‧재작성하도록 한다.

4.2.4.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이행
산림 이용 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산림경영 계획서
에 따라 지역산림을 이용·관리한다. 산림을 이용하고, 협약 기간 동안 일정
횟수의 이용 경과보고 및 산림관리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받도록 하여 계획
의 이행률을 높이는 동시에 산림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
리할 필요가 있다. 이행 사항 평가 시에는 이용 계획 달성 여부, 산림의 관
리 정도, 지속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4.2.5.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평가
협약 기간 종료 후 커뮤니티의 의사 및 계획의 이행실적에 따라 산림 이
용 계약을 연장하거나 사업을 종료한다. 사업의 종료에 대한 평가는 지역
기반 산림관리 이용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이때 지역주
민들의 산림 이용 목적 달성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경영 성과를 평가
하도록 한다. 한편, 사업의 불성실 이행, 산림관리 계획의 미달성 등 계약
내용 불이행 시 사업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산림 이용을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역산림의 이용 과정에서 산림
에 대한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사
업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원 결과를 평가받아 기
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용계약을 해지하도록 한다<그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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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지역기반 산림관리 이행 절차의 평가 단계

5.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 가능성 검토

5.1.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별 사업의 가능성을 직접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형에 맞는 사례지역을 발굴하여 이해관계
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지
역기반 산림관리 모델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발굴하고 정리하였다.
유형별 사례지역은 <표 4-10>과 같다. 임산물 생산형은 크게 목재와 비
목재 임산물로 구분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산림서비스 제공형의 경
우에는 ‘휴양’ 기능이 강화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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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유형별 사례지역 및 특징
유형

소득창출

다원적
기능
활용

사례지역

특징

A, B 산림조합
(전북 소재)의
대리경영 사업지

소재산주 비율이 높고, 대리경영을 통한 주벌
량이 많은 지역

국유림 대부지
(봉화, 홍천, 양양,
고성)

국유림에서 지역주민이 잣, 송이, 수액, 산채
를 생산하는 10개 마을*

산림서비스
제공형

장성
홍길동 숲

축령산 편백림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지역

교육/
여가형

대구 앞산

사유림률이 높고, 도시민의 휴양 수요가 높은
지역 높은 지역

가치실현형

김천 수도산
자연휴양림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대학이 참여하여 이
산화탄소 흡수량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시행
하는 지역

임산물
생산형

주: * 재배가 아닌 채취 임산물에 한함.

5.2. 조사 방법 및 내용
임산물 생산형과 산림서비스 제공형의 경우에는 소득을 창출하려는 대
상, 즉 지역주민과 임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한편, 교육/여가형과 가치실현형은 산림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를 한 자리에
모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단, 이 연구가 2차년도 연구인만큼, 1차년도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모델
별 적용 가능성 및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1차년도 연
구 결과와 연계성을 제고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10, 심층면접, FGI의 주요 질문은 <표 4-11>과 같다.
10

설문조사지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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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시범사업 조사 대상 질문
사례지역

지역

질문내용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시기와 설정기간
양여임산물 종류과 관리 면적 연간 생산액

국유림 대부지
(봉화, 홍천, 양양,
고성)

임산물
생산형

양여임산물의 소득차지비율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방법 및 절차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산림보호활동 내용
국유림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양여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자원활용에 기여 정도
국유림 보호협약제도 개선사항
주벌을 시행 과정과 어려운 점

A, B 산림조합
(전북 소재)의
대리경영 사업지

주벌 후 산림경영지도 과정
생산된 목재 판로
주벌을 통한 산주의 수익률
국유림으로 산림경영 확대방안
마을현황과 산림 이용 현황

산림
서비스
제공형

장성
홍길동 숲

마을주민의 산림계획과 보호 참여 여부와 내용
체험프로그램에서 사유림 연계 활용 가능성과 방안
방문객 현황파악과 소득 기여 정도
현재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미흡한 점

교육/
휴양형

가치
실현형

대구 앞산

김천시 대덕면
추량림
공존의 숲

지역공유림 전문가 계획설계 과정
지자체와 협의과정 집행과정에서 개선사항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 내용과 기능설정 방안
공유림, 사유림, 국유림 연계방안
지역주민 참여 방안
공유림 경영에서 산림청과 지자체의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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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조사 결과
5.3.1. 임산물 생산형
가. 임산물

임산물 생산을 위한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커뮤니티’는 산주, 지역주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다. 즉,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생산자 ‘집단’
이 주변 산림을 이용하여 임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고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 받아 소
득을 창출하고 있는 마을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유림 보호협약
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구조는 <그림 4-8>과 같다. 지역주민의 일부가 국유
림보호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시 그중에 일부가 임산물 양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자, 양여를 받지 못
하는 자의 불만이 자주 표출되고 있다. 또한, 방문객과 커뮤니티 간 국유
임산물 이용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4-8. 임산물 생산형 이해관계자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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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안)’에 비추어 봤을 때, 대
상지역의 선정부터 산림관리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국유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기 위해서는 협약 체결 및
사후 검사의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유림 보호협약의 전 과정을 이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문
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잣, 송이, 수액, 산채를 양여받고 있는 10개 마을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11. 본 사례지역은 임산물 양여 생산액
이 가장 높은 4개 임산물(잣, 송이, 수액, 산채)을 중심으로 지방산림청별로
양여 실적이 좋은 국유림관리소를 우선 선정한 뒤, 선정된 국유림관리소와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마을 가운데 양여 실적이 좋은 마
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10개 대상지에 대한 개요는 <표 4-12>
와 같으며, 마을별 주요 특성은 <표 4-13>, <표 4-14>와 같다. 전체 마을
가구에서 양여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3.5% 수준이었다. 즉, 전체
마을의 4분의 1만이 양여에 참여하고 있었다.
표 4-12. 10개 조사대상지 선정
사례지역

소재지

관리기관

양여 임산물

조사일시

응답자 수

1

우구치리

봉화군

영주관리소

잣(1), 송이(5)

6. 15.

3명

2

풍천 1리

홍천군

홍천관리소

잣(15)

6. 11./6. 21.

7명

3

풍천 2리

홍천군

홍천관리소

잣(7)

6. 21.

8명

4

도사곡리

홍천군

홍천관리소

고로쇠(3), 잣(7)

6. 22.

4명

5

서림리

양양군

양양관리소

송이(21)

6. 22.

6명

6

어성전1리

양양군

양양관리소

송이(43), 잣(2)

6. 23.

5명

7

어성전2리

양양군

양양관리소

송이(30)

6. 23.

4명

8

장신리

고성군

양양관리소

송이(13), 수액(2)

6. 23.

2명

9

진부리

고성군

양양관리소

수액(7)

6. 24.

6명

10

용부원리

단양군

단양관리소

수액(5), 산채(34)

6. 25.

4명

11

이 부분은 본 연구에서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에 위탁한 ‘지역기반 산림관리
실태 및 여건 분석-국유림 보호협약을 중심으로’를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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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국유림보호협약 면적과 비율
단위: ㏊, %

대상지
우구치리
소계
1리

풍천리

94.8
92.6
-

보호협약
면적
3,062.0
2,277.0
1,222.0

보호 협약
면적 비율
96.0
89.7
-

-

-

1,055.0

-

964.6
4,866.4
3,755.5
-

886.8
4,688.4
3,502.9
-

91.9
96.3
93.3
-

860.9
4,576.0
2,870.0
583.0

97.1
97.6
81.9
-

-

-

-

2,287.0

-

3,655.9
3,065.3
2,155.7
24,566.6

3,449.0
2,973.1
1,903.7
23,130.5

94.3
97.0
88.3
94.2

2,726.0
2,925.0
1,361.0
20,657.9

79.0
98.4
71.5
89.3

총면적

산림면적

산림비율

3,362.3
2,740.7
-

3,188.9
2,537.7
-

-

2리
도사곡리
서림리
소계
1리

어성전리

2리
장신리
진부리
용부원리
합계

자료: 국유림관리소별 내부자료, 통계청.

표 4-14. 국유임산물 양여 면적과 양여 가구 비율
단위: ㏊, 가구, %

대상지
우구치리
풍천1리
풍천2리
도사곡리
서림리
어성전1리
어성전2리
장신리
진부리
용부원리

임산물
잣
송이
잣
잣
수액
잣
송이
송이
잣
송이
송이
수액
수액
수액
산채

자료: 국유림관리소별 내부자료.

양여 면적
110.0
17.0
3.4
107.0
409.0
4.0
45.0
40.0
3.6
37.0
13.0
885.0

양여 가구 수
1
5
15
7
3
7
21
43
2
30
13
2
7
5
34

양여 가구 비율
1.5
7.6
30.0
9.5
9.1
21.2
15.8
41.7
1.9
47.6
34.2
5.3
11.7
14.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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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마을 총 40명을 대상으로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방법과 절차, 산림

보호 의무 이행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12 <그림 4-9>는 인터뷰
에 응한 49명의 국유림 양여 대상자의 응답 내용을 녹취한 후, 데이터마이
닝13을 거쳐 도출한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의 중요 키워드이다. 간벌에
대한 불만과 요구가 높았는데, 이는 정부의 산림경영계획과 임산물 생산
계획의 정합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로 판단된다. <표 4-15>는
데이터마이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문제점과 해결 및 발전 방안이다.
그림 4-9. 지역주민의 불만사항(좌)과 요구사항(우)

표 4-15. 임산물 생산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적용 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문제점

해결 및 발전 방안

국유림 간벌 시 임산물 종류에 따라
생산량에 부정적 영향 미침

마을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간벌 지역,
시기, 강도 결정

고령화로 임산물 수확이 어려운 비양
여자와 양여자 간 갈등이 발생

양여 임산물 가공 사업에 고령자 참여

12
13

설문조사지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프로그램 R의 wordcloud 패키지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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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문제점

해결 및 발전 방안

불합리한 양여료 산정으로 지역주민
손실 발생

임산물의 특성에 따른 양여료 차별화
(시설 투자와 유지에 큰 비용이 드는
고로쇠는 보조금 지급, 채취량 기복이
큰 송이에 대해서는 변동 양여료 지급)
양여료 기준 현실화(양여료가 지난 3년간
통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생산량을 기준
으로 설정함. 따라서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임가가 손해를 보게 됨.)

도덕적 해이

상벌제도 신설: 보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산림청 지원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 보호 활동을 소홀히
한 경우, 양여료 인상, 경고, 협약 해
지 등 제재 필요

국유림 보호협약은 보호팀에서, 임산물
양여는 경영팀에서 이원화하여 관리 감
독하고 있어 제도 집행에 혼선이 발생

행정제도의 일원화

외지인(방문객 등)과 임산물 채취를
놓고 갈등 발생

커뮤니티에 감독권 부여

나. 목재

목재 생산을 위한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커뮤니티는 산주, 산림조합, 목
상, 중앙 및 지방정부, 영림단, 지역주민으로 구성된다.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현행 지역기반 산림관리 제도는 ‘사유림 대리경영’이다. 사유림 대리
경영은 산림조합이 산주(부재산주)로부터 산지를 위탁받고, 영림단으로 하
여금 숲가꾸기, 간벌, 벌채를 하게 하는 구조이다. 목상은 산림조합과 경쟁
관계에 있는 행위자이며,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대리경영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주체이다. 지역주민을 커뮤니티에 포함시킨 이유는 벌채
등의 적극적인 산림경영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한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
이다. 이상을 고려한 커뮤니티 구조는 <그림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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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임산물(목재) 생산형 이해관계자 도식화

본 연구에서는 사유림 대리경영 실적이 많은 산림조합 두 곳을 방문하
여, 담당자인 산림경영지도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를 통해 도출한 임산물(목재) 생산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이행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및 발전 방안은 <표 4-16>과 같다.
표 4-16. 임산물(목재) 생산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적용 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문제점
산주의 산림 경영 실적 저조
낮은 산주 수취율
높은 산재율
지역주민과의 갈등
숲가꾸기 미비
미 이용 보조금 발생
비효율적 목재 생산
인력 부족
산림 경영 채산성 저하

해결 및 발전 방안
산주를 설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대리경영, 산주 정보 열람)
경쟁관계에 있는 목상과 산림조합의 공존
방안 마련
높은 위험률을 고려한 보험제도 도입 필요
벌채 필요성에 대한 정책 홍보
경사도를 고려한 숲가꾸기 물량의 현실화
임업인에게 보조금 관련 정보가 신속히 전
달될 수 있는 정보 채널 구축
지역 상황에 맞는 조림물량 배정 필요
경험이 많은 독림가의 노하우를 지도원에
전달하는 멘토링 제도 운영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국유, 공유, 사유
림의 연계 경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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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안)’에 비추어 봤을 때, 임
산물(목재) 생산형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커뮤니티 형성’ 부분이다. 목재
생산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는 산주의 참여가 저조하며, 경쟁 관계에 있는
목상과 갈등 관계에 있는 지역주민이 원활한 사업 추진의 방해가 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임산물(목재) 생산형 지역 기반 산림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산주, 목상, 지역주민을 커뮤니티 내로 편입시켜 확장된 커뮤니
티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5.3.2. 산림서비스 제공형
휴양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산림기반 관리의 커뮤니티는 산촌 주
민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본 커뮤니티는 방문객에게 휴양, 교육 등의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근 산림을 활용하여 숙박, 음식,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산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커뮤니티를 해석함에 산촌 주민을 그 특성에 따라 재분류하는 것이 필
요하다. 즉, 거주기간에 따라 토착민과 이주민으로, 산림 소유자의 비소유
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1>과 같이 주민 특성에 따라 커뮤니티
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커뮤니티에 관여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커뮤니티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체는 산림을 소유한
토착민이다. 즉, 본인 소유의 산림을 활용하여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다. 여기에 일부 산림을 소유한 이주민과 산림을 소유하지 않은 토착민
이 산림서비스 제공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앞서 제시한 ‘한국형 지역기
반 산림관리 모델(안)’에 비추어 봤을 때, 산림서비스 제공형은 ‘커뮤니티
형성’ 단계에서부터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마을 주민 중에 일부만이 커
뮤니티에 편입되어 있었으며, 커뮤니티 구성원 간에도 결속력이 낮았기 때
문이다. 또한 커뮤니티와 마을 주민 간의 갈등관계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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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산림서비스 제공형 이해관계자 도식화

그 밖에 심층 면담을 통해 도출한 산림서비스 제공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이행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로 인한 커뮤니티 구성원
의 이탈이다. 둘째, 마을 자체의 역량만으로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프로그
램과 상품을 개발하는 데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셋째, 커뮤니티가 마을
주변의 외지인 소유 사유림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넷째, 유사한 특
성의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국·공유시설(휴양림)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
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늘어나는 산림 휴양 수요를 충당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의 확대이
다. 즉, 마을 경계 내에 있는 주민을 커뮤니티 내로 편입시켜야 한다. 둘째,
대상지의 확대이다. 재산권 침해 문제로 마을 주변 산림의 일부에서만 산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휴양의 대상이 되는 산림과 인접한
마을, 휴양림, 교회 등이 공동으로 휴양 수요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 셋째, 커
뮤니티의 전문성 강화이다. 관광, 유통, 마케팅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커뮤니
티 활동에 참여시켜 산림서비스의 상품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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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교육/휴양형
지역 산림을 교육과 휴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는 지방자치단
체, 산림청, 시민단체, 산주(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지역주민, 특수목적
이용 집단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특수 이용 집단이라 함은 등산, 산악자전
거, 산악마라톤 등 레포츠 동호회를 말한다. 본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주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이다. 본 유형의 목적이 커뮤니티의 소득
증진과 무관하며, 관할 행정구역 내 산림을 교육과 휴양의 장소로 적극 활
용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이다.14
그림 4-12. 교육/휴양형 이해관계자 도식화

본 연구에서는 도시 내 사유림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녹지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교육/휴양형 커뮤니티는
<그림 4-12>와 같이 구성된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산주에 허락을 받아 지

역주민과 특수목적 이용집단에 교육과 휴양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이다. 시
14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매 10
년마다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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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체는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에 위치하는데, 비참여 산주를 설득하고 직
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일부 대신한다.
이 커뮤니티가 지역산림을 교육과 휴양의 장소로 활용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주된 문제는 산주와 도시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다. 오래전부터 사
유림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고, 도시민이 관습적으로 산책로를 이용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주는 자기 소유의 토지가 무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불만이 있었으며, 도시민은 산주가 산림경영계획 등에 따라 간벌하고 벌채
하는 데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안)’에 비추어 봤을 때, 커
뮤니티 형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 판단된다.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사
유림을 매수하여 도시민에게 산림서비스를 대신 공급하려고 하나, 높은 지
가와 한정된 예산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은 산주가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
서는 산주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산림유산제도(Forest Legacy Program: FLP),
생태계서비스 직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PES)나 공동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 산림관리에 필요한 인력 등의 자원은 해당
산림을 빈번하게 이용하는 동호회원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5.3.4. 가치실현형
산림에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기반 산림관리는 커뮤니티
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의 종류에 따라 그 구성원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
서는 공유림을 활용하여 탄소배출권을 생성하는 사업에 참여한 이해관계
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커뮤니티는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인증기관, 대학, 지역주민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그림 4-13>.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제공하고, 기업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대학은 사업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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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한다. 실제 사업은 시민단체가 추진하였으며, 인증기관은 사업을 통해
생성된 산림탄소배출권을 인증하는 역할을 하였다. 지역주민을 커뮤니티에
포함시킨 이유는 가치실현 사업 추진 시에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13. 가치실현형 이해관계자 도식화

앞서 제시한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안)’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림 4-3>의 전 과정이 모두 진행되고 있었다. 이 커뮤니티가 지역산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
니티가 수립한 계획이 기존의 국·공유림 활용 계획과 상충할 수 있다는 점
이다. 국유림의 대부분은 목재 생산에 따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산림
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목재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산림 시업과 탄
소흡수량을 증진하기 위한 시업은 상충될 수밖에 없다. 둘째, 본 사례에서
처럼 민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산림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
동 사업을 이행할 때 정부의 여러 부서와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이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을 활용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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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약이 따른다. 셋째, 현재 커뮤니티에서 배제되어 있는 지역주민의 자
발적 참여를 이끌기 어렵고, 지역주민과 커뮤니티 간의 갈등이 발생할 소
지가 높다는 점도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자가 참여하는 단일 의사결정 기구를 구
성하는 것이며, 이때 갈등의 소지가 있는 지역주민과 산주를 커뮤니티 내
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유림에 제한된 사업지를 확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단일 의사결정 기구가 자원을 활용함에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만 한다.

5.4. 시사점
유형별로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을 적용함에 장애요소를 발굴
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임산물 생산형과 가치실현형을 제
외하고는 커뮤니티 형성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커뮤니티 형성도 아직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커뮤니티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역주민이 배제되어 있었으며, 커뮤니티와 지역주민, 커뮤니티와 산주 간
에 발생한 다양한 갈등도 다수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을 적용함에 커뮤니
티를 형성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득창출형의 경우에는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자가 실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다원적 기능 활용형에서는 커뮤니
티가 재량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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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장기 방향 설정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도입 목적은 국가 주도의 획일적 산림관리
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한국형 지역기반 산
림관리의 유형별 시범사업 대상지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성을 점검·평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유림을 포함한 전국의 산림을
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단,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는 기존 국가 주도의 산림 이용 제도가 매
년 달성해야 할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온 것과 달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성적 관리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정부 주도의 산
림관리 제도가 매년 목표를 설정해 목표 대비 달성 여부로 성과를 평가·관
리하는 체제였던 것에 반해서, 사업 계획서상 이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모델별 계획 대비 목표달성 여부, 지역자원의 활용 여부, 지역주민의 참여
정도 및 생활개선 여부, 산림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모델별 지역별 다양한
항목을 설정해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지역 특성과 자원이 가진 차이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도입 전략이 기존 국가 주도 산림관리의 전
략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는 산림관리에 대한 패
러다임의 전환이고, 지역별 또는 산림자원의 분포에 따라 다양한 이용 형
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량적 성과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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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국가 주도 산림관리 제도와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전략의 주요 차이
기존 국가 주도 지역 산림관리

주요
특징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정부 주도의 정량적 목표 설정

지역주민에 의한 목표 설정

정량적 성과 창출에 따른 지역특
성 미반영 및 지역별 차별성 부족

다양한 지역 주체가 참여하는 커
뮤니티 형성이 전제되어야 함.
산림관리 모델 정착을 위해 상당
히 오랜 시간이 소요

한편,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는 국가주도의 산림관리를 대체하는 새
로운 산림관리 패러다임인 만큼, 국유림과 사유림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해
야 한다. 다만, 산촌주민들과 국민 모두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기반 산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
고, 사유림 산주의 경우 산림경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
에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별 시험
사업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
관리의 도입 단계별 목표, 내용, 특징은 <표 5-2>와 같다.
표 5-2.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도입 단계별 주요 내용
단계

1단계
모델별 시범사업 추진

2단계
국유림 대상 사업 추진

3단계
사유림으로 대상지 확대

내용

국가 주도의 산림관리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
를 지역기반 산림관리
리 모델별 시범사업 실시 리 모델별 대상지 확대
로 전환

주요
목표

모델별로 성공 사례를 모델별로 차별화된 성공 부재산주에 의해 방치
만들어 지역기반 산림 사례를 만들어 지역기반 된 사유림을 지역주민
관리의 가능성 제공
산림관리의 확산
들이 관리

주요
특징

지역주민 차원에서 목표
개별 모델별 지역특색
를 설정하고 해결할 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실
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
있는 자립성을 갖출 때
현의 수단으로 활용
필요
까지 장기간 소요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의 활성화 방안 107

특히, 현재까지 사유림 산주와 지역주민이 협약을 맺어 산림을 대리경영
하도록 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유림에서의 지역기반 산림관
리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에 대한 사유림 산주들
의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산주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유림에
적합한 협약제도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유
림의 경우에도 현재의 국유림 대부 등의 제도에서처럼 지역주민들이 지역
산림 이용을 통해 창출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산주에게 지불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거버넌스의 형성

2.1. 이해관계자별 역할 분담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지역주민이며, 그 다음
으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이행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다. 단, 이들이 지역산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제도
적 지원을 담당하기 위해 산림청 등 행정기관이 참여해야 하며, 지역산림
의 지속가능한 이용 가능성 등 지역산림 관리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인
증기관이 필요하다. 각각의 이해관계자별 역할은 <표 5-3>와 같다.
표 5-3.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역할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역할
커뮤니티 형성 및 주민공동 산림관리 목표 설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이행 및 지역산림의 관리
지역산림자원의 특성 및 현황 등 기초조사 및 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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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해관계자

역할

산림 전문가

지역주민의 산림자원에 대한 이해도 증진
지역산림 계획 수립 참여를 통한 자원 활용도 향상
지역 기반 산림관리의 지속가능성 확보 도모

중간지원조직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형성 및 의견수렴 지원
산림청 또는 사유림 산주 등과의 행정업무 지원
타 지역의 산림관리 사례 공유 및 노하우 전수

행정기관

지역주민들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이행에 필요한 행정업무 담당
지역별 산림관리 모델의 성과 공유 지원 및 확산 계획 수립 등

인증기관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관리

기업

지역기반 산림관리에 필요한 재원 지원

2.1.1. 지역주민
지역기반 산림관리에 참여하는 주민의 규모는 마을 구성원 수, 소득 수
준, 교육 수준, 지역 자원에 대한 관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
우에 따라서는 지역주민 수보다 지역기반 산림관리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
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는데, 지역주민 수보다 많은 경우는 지역산림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외부에서 참여자가 유입되는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
다. 단, 이 같은 경우 지역주민과 중간지원조직 등이 지역의 사회·환경적 특
성과 산림 이용 목적이나 커뮤니티 형성 목적, 외부인의 참여 동기 등을 고
려하고 외부인과 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 참가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2.1.2. 산림전문가
산림전문가는 임산물 생산 전문가, 임산물 가공 및 유통 전문가, 야생동
물 전문가, 산림기술사, 산림 해설사를 비롯해 산림 휴양시설 운영자 등 범
위가 매우 다양한 것이 좋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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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을수록 특정 지역 산림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역기
반 산림관리 계획 작성 시 주민들만 참여하게 될 경우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이 소홀해지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공유자원의 비극과
같은 실패 사례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획 작성 단계에서 산림전
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1.3. 중간지원조직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지역주민들만으로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거버
넌스를 형성하기 힘들다. 이미 유리화(2002), 박경석 외(2010)와 같이 다양
한 연구에서 산림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림 NGO
의 활용, 영리법인과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
역기반 산림관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새롭게 도입하는 산림관리 패러
다임이기 때문에 현재 지원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
직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활성화를 위한 중
간지원조직 양성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1.4. 행정기관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청이 산림과 관련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상황이고, 일부 공유림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고 있다. 사유림
의 경우에는 산림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산주가 가지지만 산림에서의 일체
의 행위를 산림청 승인을 통해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산림
청이 우리나라의 모든 산림을 관할하고 있는 최고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
다. 산림청은 우리나라에 지역기반 산림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행
정사항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문가 등을 통한 설명회 개최, 중간지원조직
형성을 위한 교육 진행, 지역기반 산림관리 제반 자료의 제공 등으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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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지역기반 산림관
리가 활성화된 이후에는 지역기반 산림관리에서 소외되는 산지 등에 대한
관리 업무를 현재와 같은 체제로 운영해서 국가의 산림자원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1.5. 인증기관
인증기관은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목표 달성 여부와 해당 산림 이용 계획
의 지속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가 없는 상황이지만, 한국임업진
흥원에서는 2015년 7월 현재 강원도 공유림을 대상으로 한국형 산림인증
제도의 시범 적용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산림인증
제도가 완성되어 운영하게 되는 2016년 이후부터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이
행 평가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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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기업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영역의 투자
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물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임업인과 산주의
소득 증대는 산림청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나, 공적 영역에 소요 예산을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즉, 민간 영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우선 대상은 관련 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기반 산림관리에의 참여가 기업 환경경영활
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
보해주거나, 산림 탄소배출권과 같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
는 데에 상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2.2. 의사결정 기구의 형성
지역산림의 운명은 커뮤니티가 결정하고, 커뮤니티가 직접 참여하여 산
림을 경영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하다. <그
림 5-2>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는 협의 조
정, 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실행 단위에 산림 관리의 권한을 위
탁할 수 있다. 이때, 결정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자
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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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가치실현형 거버넌스 구조와 의사결정 기구의 위상

자료: 생명의숲 내부자료를 재구성.

여기서 의사결정 기구란 Ostrom(1999)이 명명한 자치 공동체 조직
(self-governance)에 해당한다. Ostrom(1999)은 자치 공동체 조직을 형성하

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스스로 자원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자
치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의사결정 기구는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한다. 즉, 정부는 자금 및 인력 운영을 기구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이때,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별로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3. 커뮤니티 범위의 점진적 확대
국내 유형별 지역기반 산림관리 추진에 커뮤니티와 지역주민 간의 마찰
이 빈번하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간벌, 벌채 등 산림 사업 추진 시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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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민원이 그 예라 하겠다. 또한, 도시 내 사유림 산주와 이용객인 도
시민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역기반 산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
다. 즉, 앞장의 <그림 4-8>, <그림 4-10~4-14>에서 도식화한 유형별 커뮤
니티 구조에서 현재 배재되어 있는 주체를 커뮤니티 내로 끌어들이는 노력
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는 것은 물론, 민원인이 지
역기반 산림 관리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커뮤니티의 범위는 참여자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그림 5-3>과 같
이 소유권과 관계없이 마을 경계 내 전체로 커뮤니티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효율성
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늘어나는 산림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의 회복, 전통지식의 활용 및 계승,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유임산
물 혜택은 산촌 주민에게 돌아가지만 생태계서비스의 혜택은 국민 모두에
게 제공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당 정책의 대대적 홍보를 통
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전통지식을
이용한 산림관리 방식을 되살려 현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산림관리 지식으
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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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소유권에 따른 마을과 커뮤니티 경계 개념도
마을경계

국유림

사유림

공유림

커뮤니티 경계

3. 기존 제도의 정비 및 활용

유형별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적용함에 걸림돌
이 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다수 발견하였다. 현행 산림경영계획, 하향식
벌채물량 결정, 산재보험제도 등은 지역 공동체의 원활한 산림 이용과 관
리를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1. 산림경영계획의 개편
산림경영 및 관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되어야 함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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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념으로 한다. 하지만 현행 산림경영계획은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맑은 공기, 수자원 함양, 이산화탄소 흡수 등 산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진 만큼, 해당 산림에 대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현행 산림경영계획 제도가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산림경영계획 수립에 커
뮤니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 사례연구에서 커뮤니티의 의견
이 배제된 상태에서 간벌 및 임도 사업이 추진되어 임산물 생산량이 감소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3.2. 상향식 사업물량 결정
현행 당해 연도의 벌채, 임도 개설, 예산은 하향식으로 결정된다. 즉, 전
체 목재 생산량이 결정되고, 지역별로 그 물량을 할당하는 구조이다. 사례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하향식 물량 결정이 지역기반 산림관리에 적합하지 않
음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사유림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조합이 관할구역
내 벌채 가능한 면적보다 적은 물량을 할당받게 되었을 때 최적 벌채시기
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관할 구역 내 임도 물량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공간 계획보다는 물량 계획이 앞서다 보니, 정작 산림
경영을 위해 임도 개설이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
었으며, 송이 등 임도 개설 시 영향을 받는 국유림에 대한 무리한 사업 진
행으로 임산물 생산량이 악영향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물론 현행 물량 할
당 시 지역의 의견이 원천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산림조합
과 같이 민간과 정부를 연결하는 중간조직이 민간의 수요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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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산림 사업의 특수성 반영
3.3.1. 산재보험요율의 조정
2015년 기준 임업의 산재보험요율은 8.9%로, 농업(2.7%), 어업(2.5~
16.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임업이 산악지역에서 진행되어 난이도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임업은 산악지역에서 진행되는 육림, 벌
목업뿐만 아니라 산촌 인근에서 진행되는 단기임산물(떫은감, 대추, 조경
수, 산양삼 등) 재배도 포함한다. 즉, 일부 임산물 재배업의 경우에는 현행
산재보험요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산악지역에서 진행되는
벌목업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의 높은 산재보험요율을 유지하되, 나머지 위
험률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보험요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어업처럼 업
종의 위험률에 따라 변동 보험요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3.3.2. 국유 임산물 양여료의 조정
임산물에 특성에 따라 변동 양여료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고로쇠의 경우에
는 시설 투자와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타 임산물에 비해 양여료
율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채취량 기복이 큰 송이에 대해서는 연도에 따라
양여료를 변동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생산량을 기준으로 양여료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일기 변동의 큰 폭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3.3. 경사도를 고려한 사업 물량의 결정
임업은 경사지에서 진행되는 업종이다. 특히, 목재 생산을 위한 육림과 벌목
업은 더욱 그러하다. 사례조사에서 현행 규정상 숲가꾸기 및 간벌 물량이 제대
로 책정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경사도 고려 없이 사업 물량이 결정되기 때문
이다. 이에 일부 면적에 대한 숲가꾸기 및 간벌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전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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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시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물량 산정 규정을 개편해야 한다.

3.3. 포상 강화 및 감시권 부여
보호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는 마을과 소홀히 이행하는 마을에 똑같이 임
산물 양여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보호활동을 충실히 이
행하는 마을에는 산림청 지원사업의 우선권 또는 가점 부여, 양여료 감면
등 보상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보호활동에 소홀한 마을에는 양여료 인상
이나 경고, 협약의 해지 등을 통해 국유림 보호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
해야 한다.
국유림을 대상으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커뮤니티 운영 시 관광객과 커뮤
니티 간에 발생한 마찰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커뮤니티에 감시권이 없어
관광객 등 외부인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없다는 데에 있
다. 커뮤니티가 관할하는 산림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현행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를 활용하되, 현행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 소유자 및 관리자에만 부여된 청원권을 커뮤니티
로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커뮤니티 내 구성원이 청원산림보
호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효과적으로 외부인을 단속할 수 있
을 것이다.

3.4. 소득과의 연계성 강화
4가지 유형 모두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의 구성 및 내실화가 필수적이다. 앞서 커뮤니티의 범위 확대를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몰입이 중요한데, 소득 창출형의 경우에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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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직접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것을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임업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에 따라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임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다.
보조 및 융자의 대상을 임업인이나 경영체에서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임산물 생산형과 산림서비스 제공형 커뮤니티로 확대하여야 한다.

3.5. 사업의 전문성 강화
장철수 외(2014)는 임업 경영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임업의 비효율성이 노동
과 자본의 규모가 아닌 기술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임
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임산물 생산형과 산림서비스 제공형의 경우에는 커뮤니
티 내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 산림서비스 제공형 시범 사
례 조사 시, 한 마을 대표는 유통, 마케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현재, 산림청은 물론 산림조합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임업인의 기술을 증
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집행하고 있다.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전문
지도원과 특화품목전문지도원,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업지식 신기술 상담이 그
사례라 하겠다. 본 기술 지도의 대상을 현행 임업인에서 커뮤니티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등 독자적으로 임
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커뮤니티에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멘
토링 제도의 운영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행 대리경영 제도에 독림
가와 임업후계자가 멘토로 참가하여 산림경영지도원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형
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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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커뮤니티 리더의 육성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또, 한정된
자원을 고려했을 때, 모든 커뮤니티에 대한 지속적 지원은 불가능하다. 즉, 커
뮤니티가 정부의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만 한다.
장세훈(2000)은 커뮤니티 형성 시 리더십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
다. 주민의 신뢰를 받는 추진력 있는 리더가 주민으로 구성된 자체적인 조직을
형성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리더십은 임업에 필요한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능력이다. 하지만 현행 산림청과 유관 기관(산림
조합,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교육 과정에 산촌 지역 공동체 대표의 리더십을
높이는 교육 과정은 전무하다. 한편, 농업 분야에는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주관
으로 ‘농업농촌지역 리더십 교육과정’, ‘농업‧농촌의 유쾌한 리더십 교육’ 등
이 개설되어 있다. 이들 커리큘럼을 차용하여 임업‧산촌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3.7. 대국민 정보 제공
임산물(목재) 생산형의 경우에 커뮤니티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유림에 대한 간벌, 벌채, 벌채 시에 지역주민이 경관
및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교육/여가형 커뮤니티에
서도 확인되었다. 즉, 사유림 소유자가 재량껏 실시한 간벌에 대하여 휴양을 위
해 이곳을 찾는 도시민이 반발한 것이다.
목재 생산을 위한 간벌, 숲가꾸기, 벌채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목재 생산을
위해 계획된 산림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업이 가능하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은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다. 간벌 및 숲가꾸기의 효과, 우리나라 목재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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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에 따른 차별화

제4장의 사례연구를 통해 유형별 커뮤니티의 이해관계자와 그들의 니즈
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앞서 제시한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절차를 따르되, <표 5-4>와 같이 유형별 진행단계와 특이성을 고려하여 차
별화된 정책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커뮤니티의 점진적 확대’
는 모든 유형에 적용되나, ‘단일 의사결정 기구의 형성’은 ‘가치실현형’에
만 적용된다.
<표 5-4>는 지역기반 산림관리 발전 방안을 유형 및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으로, 그 내용은 사례조사를 통해 발굴한 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일부 유형의 경우,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단계가 진행되지 않은 경
우에는 그 발전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서는 진행되는 단계별로 커뮤니티의 니즈를 시의 적절
하게 파악하는 모니티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목재

가치실현형

교육/휴양형

산림서비스
제공형

임산물
생산형

임산물

단계

⇨

커뮤니티 범위의 점진적 확대
소득과의 연계성 강화
사업의 전문성 강화
커뮤니티 리더의 육성

➡

⇨

⇨

커뮤니티 범위의 점진적 확대 3.1. 산림경영계획의 개편
소득과의 연계성 강화
3.2. 상향식 사업물량 결정
사업의 전문성 강화
커뮤니티 리더의 육성

2.2. 단일 의사결정 기구의 형성
2.3. 커뮤니티 범위의 점진적 확대
3.6. 커뮤니티 리더의 육성

➡

➡

산림관리
계획작성

커뮤니티 범위의 점진적 확대 3.1. 산림경영계획의 개편
소득과의 연계성 강화
3.2. 상향식 사업물량 결정
사업의 전문성 강화
3.3.2. 국유임산물 양여료 조정
커뮤니티 리더의 육성

커뮤니티
형성

2.3. 커뮤니티 범위의 점진적 확대
3.6. 커뮤니티 리더의 육성

➡

2.3.
3.4.
3.5.
3.6.

➡

2.3.
3.4.
3.5.
3.6.

➡

2.3.
3.4.
3.5.
3.6.

➡

주: ➡ 진행단계, ⇨ 미진행단계
숫자는 본 보고서의 차례를 의미함.

다원적 기능
활용형

소득창출형

유형

산림관리
이행

3.3. 포상 강화 및 감시권 부여
3.7. 대국민 정보 제공

➡

3.7. 대국민 정보 제공

⇨

⇨

3.3.1 산재보험요율 조정
3.3.3. 경사도를 고려한 사업물량 결정
3.7. 대국민 정보 제공

⇨

3.3. 포상 강화 및 감시권 부여
3.7. 대국민 정보 제공

➡

표 5-4. 유형별 진행 상황과 발전 방안

⇨

⇨

⇨

⇨

➡

산림관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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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의 유연한 적용

본 연구에서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4가지로 유형화하고, 시범사례지에 대한
요구 분석을 통해 유형별 정책수단을 제시하였다. 그렇다고 이를 배타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산림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하
나의 사업지에서도 여러 유형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4. 유형 간 결합 사례

예컨대, 임산물 생산형과 교육/휴양형이 6차 산업의 형태로 추진될 수 있
다. 또한, 대도시 인근 산림에서 산림서비스 제공형과 교육/휴양형을 추진
하여 산림청의 정책 목표인 보편적 산림복지 실현과 산주에 대한 소득 증
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실현형과 산림서비스 제공형
이 결합하여 산림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커뮤니티의 소득 증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그림 5-4>.
이처럼 계획 수립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원하는 목적을 설정하되, 그 목
적이 다수인 경우에는 유형별 정책수단을 동시에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사업 평가 후에 산림관리의 목적을 재설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유형에
맞는 정책수단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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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
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반 산
림관리를 ‘지역에 있는 산림을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민
공동의 의견에 따라 이용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정의에 부합하는 국내 제도는 국유림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숲, 국유
림보호협약, 국유임산물양여제, 국유림대부, 공동산림사업과, 공유림을 대
상으로 한 공유림경영, 사유림을 대상으로 한 대리경영과 선도산림경영단
지이다. 이들에 대한 현장조사와 전화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행태를 행정주도형, NGO주도형, 시민자율형으로 구
분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역기반 산림관리는 행정주도형이 대부분이라 판
단된다. 또한, 제도별 이용행태에 큰 차이가 없음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
유로 지역주민의 지역 산림에 대한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들 제도가 실제
주민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또한, 제도와 절차가 복잡하여 참여자
수가 정체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에 있는 산림이 십분 활용되지 못하
였다.
한편, 외국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이용목적, 자금출처, 주요 활동을 기준
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1차년도에 실시한 국가 이외에 인도, 인도네시
아, 탄자니아, 브라질, 베트남에 대한 사례 조사를 하였으며, 총 16개 국가
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유형을 ‘단순소득창출
형’, ‘서비스소득창출형’, ‘환경증진형’, ‘가치실현형’, ‘교육/여가형’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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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이 처한 경제‧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가 반드시 담아야 할 속성으로 ‘산림자
원의 경제적 활용 및 6차 산업화’와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산림복
지 증진’을 선정하였다. 이 두 속성을 충실히 담아내기 위하여 한국형 지역
기반 산림관리의 유형을 크게 소득 창출형과 다원적 기능 활용형으로 구분
하고, 전자는 임산물 생산형과 산림서비스 제공형으로, 후자는 교육/휴양형
과 가치실현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유형화 결과가 외국의 유형화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산림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환
경 변화의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기반 산림
관리 이용의사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성공 시범사례를 만들고
그 성과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시범사업 추진
절차를 대상지역 선정, 커뮤니티 형성, 산림관리계획 작성, 산림관리 이행,
산림관리 평가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본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가늠
하기 위하여 유형별로 사례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 심층면담, 표적
집단면접을 통해 모델 적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임산물 생산형, 산림서비스 제공형, 교육/휴양형, 가
치실현형에 해당하는 마을을 방문하여 커뮤니티의 구조를 특정하였으며,
그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확인하였다. 임산물 생산형과 가치실현형을 제
외하고는 절차상으로 커뮤니티 형성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다른 이해
관계자와의 갈등 및 경쟁으로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약한 상태였다. 따라서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내실화를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례지역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활성
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델별 시범사업 추진, 국유림을 대상으로 확
대 추진, 사유림을 포함하는 전체 산림에 적용 가능한 3단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둘째, 지역주민, 산림전문가, 중간지원조직, 행정기관,
인증기관, 기업으로 구성된 완성된 형태의 커뮤니티 구조, 즉 거버넌스의
형태를 특정하고, 구성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때, 거버넌스 구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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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안으로 의사결정 기구의 형성과 커뮤니티 범위의 점진적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존 제도의 정비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
로 산림경영계획의 개편, 상향식 사업물량 설정, 산림사업의 특수성 반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포상 강화 및 감시권 부여, 소득과의 연계성 강
화, 사업의 전문성 강화, 커뮤니티 리더의 육성, 대국민 정보 제공 방안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에 따른 차별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한국
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의 유연한 적용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지역주민들이 주민 공동의 의견에 따라 산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지역
기반 산림관리는 경제‧환경‧사회적 건전성으로 설명되는 산림의 지속가능
성을 담보하는 데 필요한 시대적 요구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 방안이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의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

부 록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조사지
■ 일반사항
Q1. 성별 ( 남 / 여 )
Q2. 귀하의 연령은? (

)

Q3.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의 거주년수는 몇 년입니까?
□ 1년 미만

□ 1~5년

□ 5~10년

□ 10~20년

□ 20년 이상

Q4. 귀하가 소유하고 계신 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임대한 토지 포함).
집(대지)

평

논․밭(전)

임야

평

평

■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및 국유임산물 양여 현황
1. 귀하께서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년)

(

년)

2. 귀하의 국유림 보호협약의 설정기간은 몇 년입니까?

3. 귀하는 국유림내 양여임산물 채취만 하십니까? 아니면 겸업을 하고 있습니까?
① 양여임산물 채취만 한다.

② 겸업을 한다.

3-1. 겸업을 하시는 경우, 업종은 무엇입니까?
① 다른 임업 및 임산업(
② 농업(

)
)

③ 제조업
④ 상업‧유통업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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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총 몇 ha의 국유림 보호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ha)

5. 귀하가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양여받고 있는 임산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
2
3
4
5

임산물종류(구체적)

관리 면적
ha /
ha /
ha /
ha /
ha /

생산량

평
평
평
평
평

Kg
Kg
Kg
Kg
Kg

연간 생산액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 양여받을 수 있는 임산물의 종류
• 목재 부산물(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 나뭇가지, 숲가꾸기 부산물 등)
• 비목재 임산물(산나물, 버섯, 수실류 등)
6. 귀하께서 현재 양여받고 있는 임산물 이외에 추가로 양여를 희망하는 산물이 있다면 기재
해주십시오.
)

(
7. 귀하께서는 1년 중에 몇 개월 정도를 국유림의 임산물 채취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개월 )

(

8. 귀하께서는 국유임산물 양여의 대가로 국유림 관리소에 얼마 정도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총 생산의 (

)%

9. 귀하께서는 어느 시기에 국유임산물 양여료를 지불하십니까?
① 매년 채취 개시 전

② 매년 채취 후

③ 기타 (

10. 귀하께서는 국유 양여임산물을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판매하고 계십니까?
판매경로
도매시장(가락시장 등)
협동조합(농협, 산림조합 등)
지인에게 판매
관광객(민박)을 통한 직거래
마을 정보화센터
특산물 판매전시장
온라인 거래
기타

임산물 종류(구체적)

)

부 록 129

11. 작년 한 해 동안 국유임산물 양여로 얻은 소득은 어느 정도 이십니까?
(

원)

12. 작년 한 해 동안 국유임산물 양여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몇 % 정도를 차지합니까?
(

)%

13. 귀하께서는 양여받는 송이∙고로쇠 수액∙잣 등 특정 임산물 증식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국
유림 내에서 조림∙육림 등 환경조성사업(가지치기, 낙엽제거, 잡목제거, 덩굴제거 등)을 실
행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구체적인 내용:

)

② 없다.

■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방법 및 절차
1. 귀하께서는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
니까?
① 국유림관리소 직원(성함:

) 또는 국유림 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② 이미 국유임산물을 양여받고 있는 지인(성함:
③ 이장(성함:

)을 통해

)을 통해

④ 기타(

)

2. 귀하께서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소득증대

② 지역 거주민으로서 지역 자원 이용

③ 국유림 보호에 기여

④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⑤ 기타(

)

3. 귀하께서는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유 임산자원의 보호

② 국유림과 지역민의 유대관계 유지

③ 지역 거주민의 소득 증대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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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께서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어떤 방법으로 체결하셨습니까?
① 국유림관리소에 직접 찾아가 국유림 보호협약 담당자와 개별적으로 체결
② 이장이 마을 대표로 주민들의 계약서를 취합하여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
③ 기타(

)

5.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① 국유림관리소 직원(성함:

)

② 산림조합 및 산림관련 협회 직원(협회 이름:
③ 이장(성함:

성함:

)

)

④ 기타(관계 및 소속:

성함:

)

6. 귀하께서는 국유림 보호협약자의 구체적인 활동지침에 대하여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국유림관리소 직원이 협약자를 소집하여 교육
② 활동지침을 문서로 받음
③ 기타 교육활동(

)

④ 활동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6-1. 교육을 받으셨다면,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① 국유림관리소 직원(성함:
② 이장(성함:
③ 기타(관계 및 소속:

)
)
성함:

)

6-2. 교육을 받으셨다면, 교육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

6-3. 교육을 받으셨다면, 시행된 교육이 구체적인 활동지침을 습득하는 데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분했다 ② 충분했다 ③ 보통이다 ④ 불충분했다
⑤ 매우 불충분했다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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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산림보호 의무 이행
1. 주로 어떤 산림보호활동을 하고 계신지 √로 표시해주시고, 활동 시간을 적어주십시오.

활동 내용

활동 여부

활동 시간

(√로 표시)

(1주일기준)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

시간

2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예방

시간

3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구제

시간

4

표지와 임도‧사방시설의 보호 및 관리

시간

5

자생식물 보호 등 산림보호활동

시간

6
7

그 밖에 국유림에 이상이 생긴 경우 관계기관

시간

장에게 신고
기타(

)

시간

2. 귀하는 보호협약 이행을 위하여 산림보호활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① 현장순시로 이상유무만 확인한다.
② 산림보호 활동상황을 기록표로 작성하여 점검한다.
③ 기타(

)

3. 귀하의 보호협약 이행실적 및 상태를 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3-1. 검시한다면, 검시자는 누구입니까?
① 국유림관리소 직원(성함:
② 이장(성함:

)
)

③ 기타(관계 및 소속:

성함:

)

3-2. 검시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호협약 이행여부를 검시합니까?
① 현장방문
④ 기타(

② 전화확인
)

③ 기록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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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검시한다면, 검시자는 얼마나 자주 귀하의 보호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합니까?
① 월 1회

② 3개월마다

④ 1년에 1회

⑤ 기타(

③ 6개월마다
)

4. 귀하께서는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산림보호활동에 대한 준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귀하께서는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산림보호활동에 대한 준수사항이 충실히 이행
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유림 보호협약을 취소한다.
② 산림 또는 입목에 대하여 원상복구하거나 배상의 조치만 취한다.
③ 추후 국유림 보호협약 신청에서 배제시킨다.
④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한다.
⑤ 벌금을 부과한다.
⑥ 기타(

)

6. 귀하께서는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자의 산림보호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이 효
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협약체결자가 직접 산림보호 활동상황 기록표 작성
② 국유림 관리소 직원의 정기적인 감독
③ 산림보호활동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협약체결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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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에 대한 만족도
1. 현재 귀하의 국유임산물 양여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적당하다

④ 적다

⑤ 매우 적다

2. 국유림 보호협약제도에 있어 양여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납부해야 한다.

②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1. 납부해야 한다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외지인의 무단채취를 제지하기 위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납부해야 한다.
③ 기타(

)

2-2.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국유림 보호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유임산물은 무상으로 양여해야 한다.
② 양여료가 지역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③ 기타(

)

3. 귀하께서는 국유림 보호협약제도가 주민소득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귀하께서는 국유림 보호협약제도가 국유림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귀하께서는 국유림 보호협약제도가 지역 거주민이 지역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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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께서는 국유림 보호협약제도가 지역거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귀하께서는 국유림 보호협약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불편
② 국유림 보호협약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③ 과도한 국유임산자원의 채취
④ 국유림 보호의무의 불성실한 이행
⑤ 기타(

)

8. 귀하께서 국유림 보호협약제도의 개선사항으로 바라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① 국유임산물 채취 면적 증대
② 임산물 채취 품목의 확대
③ 양여권 설정기간의 연장
④ 양여료의 경감
⑤ 간벌∙육림∙임도 등 산림사업의 실시
⑥ 기타(

)

9. 귀하께서는 국유림 보호협약의 체결 전과 비교하여, 국유림 보호에 대한 의식에 변화가 있
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유림 보호에 대한 의식이 더욱 높아졌다.
② 변화 없다
③ 국유림 보호에 대한 의식이 더욱 낮아졌다.
10. 귀하께서 하시는 산림보호활동이 국유림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시 또는 체결 이후, 힘들었거나 불만스러웠던 점을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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