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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산림 주변부에 위치한 산촌은 행정구역상 109
개, 시·군의 466개, 그리고 읍·면에 해당한다. 1960년대 이후 탈농화가 계
속 진행되면서 농촌과 더불어 산촌인구도 줄고 있으나, 2016년 기준 32만
가구에 142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여전히 중요한 국민 삶의 터전이다. 하
지만 현재 추세대로 고령화, 과소화, 소득격차가 진행된다면 2050년경에는
산촌 인구가 1/3로 줄고 산촌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산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외부와 활발한 교
류,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의 사회적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산촌
의 주요 자원인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가 중요하지만 사유림 경영은
작은 산림소유 규모, 대다수의 부재산주, 낮은 경제성 등의 이유로 활발하
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공유림은 그동안 보존 중심으로 관리되어 산촌
의 활용정도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산촌지역의 경제,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림 산림자원
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산촌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이용의 비전을 ‘산촌주민 간 상호협력하고, 국·공유림을 지속가
능하게 돌보면서 산촌의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좋은 삶을 지향’으로 제시하
였다. 산촌주민과 담당공무원의 인식조사 및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 사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기본방향, 정책과제와 실천방안을 각각 도출하
였다. 연구결과가 산촌진흥 및 국유림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나아가 산촌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산림청 관계자, 국유림
관리소 담당자, 마을대표 및 마을 주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8.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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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산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축소

내지는 소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
엇보다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특히 산촌이 보유하고 있는 산
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잘 이용하여 지역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
○ 산림자원 중에서도 국·공유림은 사유림에 비해 규모화도 용이하고, 입

목 축적 등 산림가치 면에서도 우월하지만 그동안 보존 및 관리 위주의
법 테두리 안에서 민간, 특히 산촌(지역)주민의 국·공유림 이용 실적은
미미하였다.
○ 산림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다른 경제활동과 차별되는 부분은 외부성과

생산성이 될 것이다.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의 경우 가치가 있음
에도 자본주의 환경(이윤 극대화 및 경쟁력 지상주의 추구)하에서 낮은
생산성으로 산림경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산림자
원을 이용한 경제활동은 협의의 기업적 경영마인드보다는 공익적 관점
에서 활성화 방안을 다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산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림 산림자

원의 지속적인 이용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구성
○ 연구 내용은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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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의 현황과 문제점,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산촌진흥정책의 한계점 등
을 파악하였으며, 사유림 경영 활성화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 제3장에서는 산촌이 국·공유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
고, 국유림과 공유림의 이용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산촌의 국·공유림 이
용을 제한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산촌의 산림자원 활용
유형화 및 정책목표 제시, 이용사례 분석을 위한 개념틀과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산촌역량과 이용제도 측면에서 사례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산촌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일본의 산림테라피기지(치유의 숲) 사례
분석을 통해 산림서비스 제공형 국·공유림 이용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산촌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이용의 목
표를 토대로 4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추진방향에 대해 정책과제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각 장에 대한 요약과
함께 제5장에서 제시한 활용 방안 및 정책과제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
론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 본 연구는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확대에 의한 임업경영의 활성화

방안과 산촌지역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국·공유림 이
용·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지원
하는 산림정책 도입의 취지와 새로운 정책사업 도입에 대한 이론적 근
거를 제시하였다.
○ 산촌의 산림자원 이용은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의 가치가 높

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더라도 사회적 균형 측면에서 이용활동이 계속되
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 돌봄경제이론과 사회적경제를
검토하였다. 돌봄경제 영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 불이익계층의 포용과
공동체 이익 추구라는 차원에서 산촌주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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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재생산 영역(산림)을 돌보는 관점에서 국·공
유림을 이용한 산촌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하였다.
○ 산촌에서 국·공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허가제도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

고 산촌주민 및 관련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해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의
제한 요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용절차 상의 어려움, 산촌 인력부
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국·공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등이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 산촌에서의 국·공유림 활용 사례 분석을 위해 우선 산촌의 산림자원 활

용방식을 유형화하였고, Ostrom의 IAD분석틀과 지속가능한 공유자원
이용원칙(8D 조건)을 적용하여, 산촌역량, 이용제도 및 제도 시행과 산
촌경제 활성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산촌역량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리더십이 뛰어날수록 주민 유대관계가 좋고, 인적자원과 공동체요소가
물리적 요소보다 성과(산촌경제 활성화)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부분에서는 사례지역 대부분이 D1~D4 조
건(명확한 경계, 규칙의 현지조건과의 부합성, 집합적 선택장치 참여,
감시활동)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4개 조건은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D5(점증적 제재) 조건은 현재의 산촌 여건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D6~D8 (마을 외부와의 갈
등 해결 장치, 최소한의 자치권 보장, 중층 사업 단위의 정합성) 조건은
국·공유림 이용 사업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조건이며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향후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다.
○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성과를 경제적 활성화와 사회적 활성화로 구분하

고 이에 대한 산촌주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활성화 만족도
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에 사회적 활성화는 주인의식, 공동체
의식, 주민단합 측면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
업 평가나 사업설계 단계에서 사회적 활성화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vi

○ 국·공유림 이용 유형 중에서 우리보다 서비스 제공형을 먼저 시작한 일

본의 산림테라피기지 사례를 바탕으로 운영주체가 시작단계에서는 행
정기관, 이후 민관협의체, 제3섹터(재단법인, 사단법인)로 점차 진화해
가면서 전문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의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끝으로 산촌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이용의 비전을 토대로 4개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방향별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용확대와 효
과제고를 위한 국·공유림 이용제도 개선’의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산
촌주민에게 허용하는 국·공유림 이용 범위 확대, 이용사업의 신청과 허
가절차 간소화, 산촌주민이 생산한 임산물, 산림서비스에 대한 인증제
도 도입, 산림관리 교육과 모니터링 기반 확충, 이용자 관점에서의 국·
공유림 이용제도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 추
진주체의 역량 강화’의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산촌지도자 교육프로
그램 보완과 리더 유치 지원제도 마련, 청장년 귀산촌 지원제도 마련,
마을조직 육성 및 조직과 마을주민의 상생구도 구축, 사업 운영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마을단위 사업의 연합을 제시하였다. ‘원활한 제도 시행
과 효과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로 마을·지자체·국가
협의체 구성, 국·공유림 관리기관의 수평적 업무협력, 산촌과 관리기관
사이 중간지원조직 마련, 국·공유림 이용 사업을 다른 마을사업과 연계,
산촌과 외부와의 관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촌의 지속가
능한 국·공유림 이용·관리를 위한 돌봄경제(사회적 경제) 실천’의 추진
을 위한 정책과제로 산촌의 사회적 활성화에 대한 가치 재평가,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의 목적에서 산촌 공동체에 대한 서비스 우선, 산촌
의 국·공유림 이용·관리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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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ys to Utilize National and Public Forests for
Economic Revitalization of Mountain Villag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ways to continue using the national
or public forest resources for economic and social revitalization of mountain villages. Measures such as increasing loans or usage licenses were proposed to revitalize forestry management and thus to bring mountain villages back to life economically and socially as well.
Chapter 2 present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mountain villages, the limitations of the mountain village promotion policy, and the factor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mountain villages. The ratio of senior citizens in the mountain village area reached over 30 percent in 2017, and the
population is continuously decreasing. If the current trend continues, the
population of the mountain villages will decrease by 42 percent from 1.42
million in 2016 to 820,000 and 80 percent of the mountain villages are in
danger of disappearing by 2050. In the mountain villages, the income of
the employed households is 64% of the national income (as of 2017).
Households of mountain villages are more dependent on the income from
non-forestry activities than on the income from forestry activities (33%). In
addition, the level of dependence on non-economic transfer and non-current
income is 26.3 percent, which is more than double the national average.
The government has been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mountain village problem and has pushed forward various policies to promote the
mountain villages, but their effects are minor. The assessment of the ecological mountain village project, which was one of the major mountain village promotion policies and conducted between 1995 and 2017, showed
22.4 percent of the villages received the total score of 80 points or more,
53.5 percent 60 to 80 points, and 24 percent below 60 points. It was found
that village resources were not used efficiently, and project control was not
done well, and the lack of leadership, lack of village manpower, conflict
among residents, and uniformity of the project execution were cited as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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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survey on village people and public service, the residents pointed out that human resources and activ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re the most important, and that on-site officials also pointed to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ohesiveness. In the areas of policy that
are needed, both villagers and on-site officials pointed to financial support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hapter 3 first reviewed the usage system of national or public forests
by mountain villages. The national or public forest usage plans include forest use and loan, national forest protection agreement and usage free of
charge, healing forest, joint forestry business, and public forest use permit
and loan. The degree of utilization was identified regarding these plans.
Factors limiting the use of national or public forests in mountain villages
were analyzed. Given the importance of the national or public forests to
revitalize the mountain village economy, it wa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expand the use by the mountain villages. Both the residents of the
mountain villages and the on-site public officials recognize that more opportunities to use national or public forests should be provided to the
villages. The problem first raised is a lack of information on the system
and limited permissiveness. It is difficult to know where to grow forest
products, and often their plans to rent national forests are restricted by the
National Forest Management Plan. Detailed licensing period, fees, and
scope of use of the system were also pointed out, and conflicts in the village, aging and manpower shortage related to the mountain village emerged
as the biggest problems.
In chapter 4, the forest resources utilization by mountain villages was
first categorized. The case survey was conducted for production type and
forest service provision type. Prior to the case study, the purpose of using
the national or public forests to revitalize the mountain village economy
and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survey details for case analysis were set.
The goal of using public and public forests for revitalization of the
mountain villages was set by combining the principle of the care economy
and the principle of the social economy. The framework for analysis was
based on the Ostrom (2005) policy system framework, and the main components were physical conditions (mountain, forest resources), regular attributes (policy contents), participants (relationship, community pa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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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tion) and behaviors.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village representatives, residents, and officials of the National Forest Service. The issues of
mountain village resources, participants, system enforcement and organizational interactions, and the level of vitalization of the rural economy were
surveyed. Ques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interaction of
the participants are conducted using the shared resource usage principle of
Ostrom (1990).
Chapter 5 presented four promotion directions based on the goal of using
the national and public forests for active mountain villages. We also presented policy tasks for each direction of implementation, followed by implementation measures for possible areas at a relatively early time when
there is a similar case of policy operation at home or abroad.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or public forest usage goals of the mountain villages, an upgrade of the use system, system enforcement, and participants' competence is needed first, and the social care economy is necessary to secure the sustainable national and public forest usage by villages.
In response, we set four policy tasks such as improving the national and
public forest utilization system to expand the utilization and enhance effectiveness, promoting the participants’ competence (strengthening the capability of village residents), building a system for smooth policy implementation, and executing the social care economy in the field.
Policies tasks for ‘improving the national and public forest utilization
system to expand the utilization and enhance effectiveness' include expanding the scope of national and public forestry management permit, streamlining application and licensing procedures for forestry products, expanding
mountain management education and a compliance monitoring mechanism,
and designing the policy in view of users. Supplementing education programs for mountain village leaders and fostering village leader attracting
programs, providing a support system for the incoming new residents, promoting various community organizations are proposed as policy tasks for
‘promoting participants’ competence’. As part of the policy tasks for
‘building a system for smooth policy implementation’, to organize a consultative body for villages, regional and public forest management institutions, to promote horizontal cooperation among forest management institutions, to provide a support mechanism between village and manage-

x

ment institutions are proposed. As a practical task for ‘executing the social
care economy in the field’, revaluation of the mountain village's social revitalization, social interest and support for national or public forest usage
by mountain villages, priority of services to the mountain community for
the purpose of the national and public forest service project in the mountain village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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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산촌은 최근 들어 귀산촌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
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 추세가 지속되면 대다수의 산촌이 축소 내지
는 공동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 산촌은 2017년 기준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인구감
소 추세가 이어져 2050년경이 되면 현재 기준 140만 명 수준에서 56만 명
으로 감소가 전망된다(배재수 외 2018). 이러한 산촌지역의 문제해결을 위
해 지역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산촌이 보유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효과적
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유림을 비롯한 산촌의 산림자원을 지속가
능하게 이용하여 지역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산촌의 미래를 바꾸어나갈
전략과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사유림 경영을 통한 산촌 경제활동 활성화 노력은 정책지원과 맞물려 다
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작은 산림경영 규모, 산림 이용보다는 자산증식 목적
의 산림 소유, 대다수의 부재산주, 조건불리에 따른 낮은 경제성 등으로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한편 국유림은 현재까지 보존 및 관리 위주로 민간(지
역) 차원에서 이용이 거의 허용되지 않았고, 설사 허용되더라도 이용범위
가 제한적이어서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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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은 사유림에 비해 규모화도 용이하고, 입목 축적 등 산림가치 면
에서도 우월하지만 보존 및 관리 위주의 법 테두리 안에서 민간 특히 산촌
(지역)주민의 국유림 이용 실적은 미미하였다. 산지관리법, 국유림관리법에

서는 산지의 구분에 상관없이 임업목적(육림, 채취, 임산물 재배 등)의 산
지 이용을 허용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국유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전산
지와 보전국유림의 이용허가를 실제로 취득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최근 들어 산림의 다원적 기능, 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강조되면서
국유림을 포함한 산림 이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산림청)
도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을 통해 국·공유림 정책을 기존의 보
존관리 위주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함께 강조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존의 산촌진흥 사업 등 산촌 활성화 노력에 국유림 활용이 더해진다면
산촌에 긍정적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이 사회에 미치는 다원적 가치는 사유림, 국·공유림을 불문하고 동
일하다. 사유림 경영의 성과가 미미한 이유(예: 인적 자원 부족, 재원 부족,
경쟁력 열등)는 국·공유림에도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기에 국·공유림 이용
을 검토하기 전에 산촌과 산촌의 산림을 활용한 경제활동 관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림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다른 경제활동과 차별되는 부분은 외부성과
생산성이 될 것이다.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윤 극대화 및 경쟁력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환경 하에
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산림경영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
다. 따라서, 산림자원을 이용한 경제활동은 기업적 경영마인드에 기초한
비즈니스모델보다는 공익적 관점에서 그 활성화 방안을 다시 모색할 필요
가 있다.

1

국유림 이용제도 및 이용의 한계점에 대한 내용은 제3장에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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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산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림 산림자
원의 지속적인 이용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확대에 의한 임업경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할 뿐만 아니라 산촌지역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적
이용·관리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산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
하는 것도 포함된다.

2. 선행연구 검토

가. 국·공유림 관련 연구

국·공유림의 사회·경제적 이용에 관한 연구는 국유림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관리와 관리조직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일부 국유림 경영에 관
한 연구가 있지만 내용이 선언적 수준이거나 국유림 경영체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관련 연구로 장우환 외(2000), 한승준 외(2009), 박경석 외(2009,
2010), 김윤권 외(2013), 윤여창 외(2015) 등이 있다.

장우환 외(2000)는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와 전망분석을 통해
국유림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과 과제, 국유림 경영관리 목표를 설정
하였으며, 국유림 경영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목재 및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산촌지역의 소득증대, 환경적·공익적 서비스 공급, 고용창출과 경제 활
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국유림 관리 및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
요함을 지적하였다.
한승준 외(2009)는 산림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합리적 국유림 관리 및 경영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유림

4 서론

의 대외적·대내적 환경변화를 검토하고,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의 중요성을
재검토하였다. 또한 해외사례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20명의 전문가를 대상
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실현가능한 국유림 관리 조직구조 개편방 안
을 도출하였다.
김윤권 외(2013)는 국유림 관리를 더욱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의
산림자원과 국유림 및 사유림 관리현황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
구 결과로 국유림 관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민간
과의 전문적인 산림관리 정보공유를 통해 생산적이고 거시적인 산림관리
가 가능할 것임을 제언하였다.
박경석 외(2009, 2010)는 국유림 경영의 다각화를 위한 정책측면, 경영
측면에서 변화방향을 모색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다자참여에 의한 국유림
경영 사례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중앙 주도 방식 위주에서 다양한 주체
와의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경영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다자참
여를 통한 국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경영참여 대상 및 범위 확대, 허
용사업의 규정을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새로운 국유
림 활용사업의 도입, 국가와 국민(수요처)을 연결하는 매개체 조직의 설립
(가칭 국유림 활용 지원센터) 등을 제시하였다.

윤여창 외(2015)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역주민과 국민이 산림
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
라 참여형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국내 지역기반 산림관리
사례로서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
고, 성과와 문제점 및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 개선 제언으로 주
민 전체를 위한 사업 추진, 임산물 종류에 따른 정책 세분화, 양여료 납부
시기 현실적인 조정, 포상제도 신설, 행정의 일원화 등이 있다.
나. 산촌 활성화 관련 연구

산촌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는 지역별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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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귀산촌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도 수행되
고 있다. 대표적 연구에는 서정원 외(2015) 등이 있다.
서정원 외(2015)는 산림휴양자원과 산촌마을 연계를 통한 산촌마을의 활
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자연휴양림과 연계되어 있는 산촌생태마을이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는 9개의 조사지를 선정하여, 조사지에 대한 문제점
및 잠재력 확인을 위해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마을자원 및 특
색 있는 상품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산림휴양자원과 산촌마을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마을 활성화 위원회 설치 외에 마을주민, 중간지원
조직, 산림청 등 각 주체별로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성재 외(2017)는 전북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도내 52
개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마을별 자원 등 내
적역량과 도농교류 기반 외적역량을 기초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산촌
생태마을의 소득 증대, 관광 진흥, 운영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략을 제시
하고,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재현 외(2015)는 귀산촌을 산촌이라는 공간에 이주하여 산림자원과 산
촌이 가지는 어메니티를 추구하는 삶의 형태라고 정의하고, 산림자원·인적
자원·커뮤니티 개발 등이 서로 관계하면서 지속가능한 산촌을 만들어가는
귀산촌 모델을 연구하였다. 귀촌 동기 요인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커뮤니티 주도 발전 이론 등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귀산촌 활성화 모
델이 국내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거버넌스 모델 및 주체별 역할에 대해 제
안하였다.
김재현 외(2016)는 귀산촌 실태파악을 위해 8개 지자체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기초현황, 산림자원 활용수요, 교육수요 등을 조사하여 귀산촌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타부처 귀농·귀촌정책을 검토하여 산림청의 귀산
촌 정책에 적용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귀산촌 현황의 정보화, 귀산촌 종합
플랫폼 구축, 산림자원 활용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지원, 산림서비스
로 특화된 귀산촌 교육과정 개발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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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연구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우선시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차원에서 부수적
으로 산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관련 연구에는 석
현덕 외(2015), 김점수(2016), 배민기(2013), 김경덕 외(2013), 우종춘 외
(2014) 등이 있다.

석현덕 외(2015)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정착시키고 국민에 의한 산림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한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
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 16개 국가의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바탕으
로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유형화(임산물 생산형, 산림서비스 제공형, 교육/
휴양형, 가치실현형) 하였다. 유형별로 사례지역을 정하고, 설문조사, 심층
면담, 표적집단면접 등을 통해 모델 적용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3단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제안하였고, 거버넌
스 형태를 구체화하였으며, 관련제도 정비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점수(2016)는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산지의
다각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의 산지 활용 사
례와 관련 정책을 조사하여 강원도 산림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적
조림을 통한 기능성 임산물 생산, 다양한 산림복지(숲 유치원, 산악레포츠
등), 친환경적 산지개발 등의 다각적 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배민기(2013)는 충북지역의 산림자원 특성과 산림자원 활용 이슈를 서로
연계하기 위해 충북의 산림·산림자원·산림문화 휴양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자원의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향후 산림자원을 활용한 충
북 산촌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문화 휴양·복지정책사업, 산지(사유림)관리
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안을 기준으로 장기·단기 발전 과제를 제안하였고, 지자체 단계에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김경덕 외(2013)는 농촌지역 공유자원의 이용 및 운영메커니즘을 규명하
고, 농촌지역 공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사례
연구로서 마을 공동목초지 이용(제주도), 산림부산물 채취(인제, 봉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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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용수 및 관개시설 이용(철원, 홍천)에 대해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지역공
동브랜드(상주, 부여) 사용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하였다. 중장기적 방안으로 공유자원에 대한 중장기 투자와 마을 이해관계
자가 참여한 영농법인 및 협동조합 설립, 임산물양여계약 임차기간의 연장
등을 제언하였다.
우종춘 외(2014)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지
역산림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지역산림정책 추진의 방향과 전략, 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지역발전연구원(경기, 대구경북,
전북, 충북)과 연계하여 지역별 산림개발 정책을 구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국·공유림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관리와 관리조
직에 관한 연구이며 사회·경제적 이용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현실이다.
산촌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정부가 산촌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 리뷰
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위주이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에서는 산림 관리와 거버넌스 구축에 중점을 두면서 부수적 차원에서
지역의 산림 이용을 다루고 있다. 산촌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국·공유림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촌경제의 활성화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함
께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산촌의 산림자원 이용을 어떻게 바
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돌봄경제이론(사회적 경제) 검토를
통해 제시하였다.
산촌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의 실현을 위한 이론적 배경 하에서 사
례 분석방법으로 Ostrom의 IAD 분석틀과 지속가능한 공유자원 이용 원칙
(8D) 조건을 연구에 적용하여 이론과 분석틀 그리고 분석방법 간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 방안을 IAD 분석틀
의 구성요인인 이용제도, 시행체계, 산촌역량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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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내용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 ‘산촌의 경제·사회적 현황과 국·공유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에서는
산촌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산촌진흥정책을 알아
보고 이의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사유림 현황과 소유형태 분석을 통해 사
유림 경영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제3장 ‘국·공유림 이용제도와 이용 현황’에서는 산촌이 국·공유림을 이
용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국유림과 공유림의 이용현황을 파악하였
다. 마지막으로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을 제한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4장 ‘산촌의 국·공유림 활용 사례’에서는 산촌의 산림자원 활용을 유
형화하고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용사례 분석을 위한 개념틀과 조사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례조사 결과를 산촌역량과 이용제도 측면에서 분
석하였으며, 산촌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일본의 산림테라피기지(치유의 숲) 사례 분
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 ‘산촌의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 방안’에서
는 산촌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이용의 비전을 토대로 4대 추진방향을 제
시하였다. 추진방향별로 정책과제를 제시한 후 국내 또는 해외에 유사한
운영사례가 있고 비교적 빠른 시기에 도입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정책과제
에 대해 관련 사례의 예시와 함께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각 장에 대한 요약과 함께 제5장에서 제시
한 활용 방안 및 정책과제를 토대로 연구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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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 바라보는 산촌경제 활성화는 돌봄경제이론(사회적 경제) 차
원에서 경제적 활성화와 사회적 활성화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산촌문제
에 대한 접근도 사회적인 부분(인구문제, 마을소멸 가능성)과 경제적인 부
분(소득, 임업활동)을 함께 바라보고자 한다. 또한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
사례 조사에서 이용성과도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과(주인의식,
공동체의식, 주민단합 등)를 함께 측정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자료수집,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 사례조사, 위탁
연구로 이루어졌다.
우선 문헌연구는 산촌경제의 문제점을 재조명하기 위해 산촌인구, 산촌
소멸 위험성, 산촌 소득에 관한 연구문헌과 이차자료 분석, 국·공유림 이
용현황과 제도 연구를 위한 연구문헌과 이차자료 분석, 산촌의 국·공유
림(산림자원) 이용의 사회적 가치와 목표에 대한 근거 제시를 위한 돌봄
경제이론과 사회적 경제에 관한 문헌 분석,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 사례 분
석방법 마련을 위한 Ostrom의 제도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Development:
IAD)과 공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조건에 관한 문헌 연구가 있다.

자료 수집은 따로 집계된 자료가 없는 공유림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
해 9개도의 산림과에서 관련 자료와, 마을조사 사례지역의 국유림을 관리
하는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및 이용 자료를 수집하였다.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 사례조사는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 유형(생산형,
산림서비스 제공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국·공유림 이용 사례 조사와 산촌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에 관한 인식조사2를 실
시하였다.3
위탁연구에는 국내사례 조사(평창, 화천, 인제를 포함한 5개 사례 조사)

2
3

국·공유림 이용제도 및 인식조사 관련 조사지는 부록에 첨부하였음.
KREI 연구진은 서귀포, 장성, 하동 등 7개 사례 지역을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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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에 관한 인식조사와 일본의 산촌진흥정책과 ‘산
림테라피’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공유림 이용에 대한 연구(나고야현 이
이야마, 시나노마치, 도쿄도 오쿠타마마치 현지 조사 병행)가 있다.
본 연구는 산촌 현황 및 관련 정책 등을 토대로 산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국·공유림 관리 및 현황을 바탕으로 국·공유림의 지
속가능한 이용 정책방향을 정립하였다.4 이를 기반으로 국내 국·공유림 활
용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에 관한 산촌주민 및 공무원의 인식조사와 일본 국·공유림 활용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산촌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 방안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그림 1-1>.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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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향 정립을 위해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임정방향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이론으로 돌봄경제 및 사회적 경제 이론을 접목하여 살펴보았음.

산촌 및 사유림 현황과 문제점

이 장에서는 산촌의 경제·사회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동안 산
촌진흥을 위해 추진되었던 정책의 추진현황과 이의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유림 현황과 소유형태 분석을 통해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가 안 되
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산촌진흥정책과 사유림 경영의 한계
점은 4장(사례분석)과 5장(정책과제 제시)에서 다시 다루어진다.

1. 산촌 현황과 산촌진흥정책
1.1. 산촌 현황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은 산림면적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와

경지면적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정의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르면 농촌은 행정구역상 ‘읍·면의 지역’으로 정의되며 산
촌을 공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산촌에 해당하는 읍·면
-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
-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106명/km  ) 이하
- 행정구역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19.7%) 이하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8. 5. 8.).

2장

제

12 산촌 및 사유림 현황과 문제점

산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전체 국토의 43.6%를 차지하고, 산촌의 경지면
적은 전국 경지면적의 24.3%를 차지한다. 산촌에는 행정구역상 109개, 시·
군에 속한 466개 읍·면(5,116개 리)이 해당된다.
<표 2-1> 전국 대비 산촌 비율
단위: 천 ha, 천 세대
구분

면적

산지면적

농가수

경지면적

전국

10,019

6,369

1,151

1,949

산촌

4,364

3,529

320

473

43.6

55.4

27.8

24.3

비율(%)

자료: 산림청(2018a). 뺷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18~2027)뺸. p. 14.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인구의 도시 집중
이 지속됨에 따라 농산촌 지역의 축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
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14%)로 진입하였고, 10년 안에 초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산촌지역
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지역별 산촌인구 추이를 보면, 2010년 대비 2015년 경기·인천, 강원 지
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산촌인구가 감소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
남지역이 –7.14%로 감소폭이 가장 크고, 충남 –4.97%, 울산·경남 –3.85%,
대구·경북 –3.80%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율도 산촌인구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경기·인천, 강
원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이미 고령인구 비율이 30%를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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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지역별 산촌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분

경기·인천

산촌
인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경북 울산·경남

51.1

81.5

66.3

49.7

54.9

56.1

70.3

66.6

2010년

89,512

384,307

123,662

71,973

135,665

114,631

339,523

199,873

2015년

94,823

396,993

120,844

68,399

132,334

106,442

326,632

192,182

24.1

23.1

32.8

30.4

30.8

36.7

34.4

35.3

산림비율

2015년 고령인구비율

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추정한 산촌인구는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산촌에 해당하는 466
개 읍·면의 인구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산림청의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산촌인구와 다소
차이가 발생함.
자료: 배재수·장주연·설아라(2018). 뺷산촌의 미래전망뺸. 국립산림과학원. p. 20.

배재수 외(2018)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가임여성(15~49세)인구를
기준으로 산촌소멸위험5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소멸위험진입
산촌의 개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466개 산
촌 중 80%가 30년 이내에 소멸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상대적으로 소멸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산촌소멸위험지역 분포추이
2005년

2010년

2016년

자료: 배재수·장주연·설아라(2018). 뺷산촌의 미래전망뺸. 국립산림과학원. p. 25.

5

배재수 외(2018)는 산촌소멸위험을 고령인구와 가임여성인구의 상대비가 1.0이
상 정상, 0.5~1.0 미만 소멸주의, 0.2~0.5 미만 소멸위험진입, 0.2 미만 소멸고위
험으로 총 4단계로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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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수 외(2018)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산촌인구 전망 결과 농산촌
이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귀농·귀촌 유입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한 중간 시나리오(2005~2010년)를 적용해도 산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하여 2050년에 약 5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6 민경택 외(2013)
에서는 산촌인구가 2014년 144만 명에서 2030년경에는 69만 명으로 감소
하고, 노인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29.2%에서 51.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
산촌인구 중 귀산촌인7은 2016년 기준, 귀농·귀촌인구의 14% 수준이다.
2014년 이후 귀산촌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2014년 대비 2015년 증가율은 10%,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1.4%이다.
<표 2-3> 전국 대비 산촌 인구변화 비교
구분

2014

2015

2016

’15년 대비 ’16년(%)

전국(명)

51,327,916

51,529,338

51,696,216

166,878(0.3)

농촌(명)

4,877,097

4,831,088

4,850,513

19,425(0.4)

산촌(명)

1,431,719

1,417,700

1,420,642

2,942(0.2)

458,861

488,084

497,386

9,302(1.9)

62,824

69,244

69,900

657(0.9)

귀농·귀촌(명)
귀산촌(명)

자료: 산림청(2018a). 뺷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18~2027)뺸. p. 68.

6

7

배재수 외(2018)는 산촌인구 전망을 위하여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긍
정적 시나리오1은 귀농·귀촌 인구유입에 따라 산촌인구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
어 인구감소율이 완화된 2010~2015년, 중간 시나리오2는 농산촌 이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귀농·귀촌 유입 현상이 나타난 2005~2010년, 부정적
시나리오3은 산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2000~2005년임. 시나리오별 2050년
산촌인구 전망은 각각 82만 명, 56만 명, 38만 명임.
귀산촌인은 도시 거주자로서 ｢산림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촌(읍면)으
로 이주한 사람을 의미함(산림청. 2018a.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현재는 귀
농‧귀촌 통계 자료만 있고, 귀산촌에 대해서는 기초조사가 부재하여 정확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매 10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산촌기초조사 보고
서가 작성되지만, ‘산촌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로써, 귀산촌 현
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김재현 외. 2016.
귀산촌 현황 및 귀산촌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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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산촌은 타 지역에 비해 지역주민 감소와 고령인구 비율 증가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청장년층의 귀산촌 유인 정책 등
산촌 인구문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산촌의 경제활동 현황 파악을 위해 최근 5년 임가소득 동향을 살펴보면,
매년 3∼4% 정도 증가하여 국민소득의 증가율을 약간 상회하였다.
<표 2-4> 최근 5년 임가경제 주요지표 동향
단위: 천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률
(’17/’16)

임가소득(A)

29,958

31,058

32,223

33,585

34,590

3.0

가계지출(B)

26,085

26,519

27,895

28,328

28,777

1.6

임가잉여액(A-B)
임가부채

3,873

4,539

4,328

5,257

5,813

10.6

31,859

31,182

30,835

31,078

29,305

-5.7

주: 임가소득=경상소득(임업소득+임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자료: 산림청(2017a). 임가경제조사.

하지만 임가소득은 국민소득이나 농가소득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
준이다.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2017년 기준으로 임가소득은 64%, 농가소득
은 71%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5> 최근 5년 임가소득과 농가소득 비교
단위: 천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임가소득

29,958

31,058

32,223

33,585

34,590

농가소득

34,524

34,950

37,215

37,197

38,239

85.7

88.9

86.5

90.3

90.5

임가/농가소득
국민소득

49,942

51,628

52,477

52,790

53,766

임가/국민

60.0

60.2

61.4

63.6

64.3

농가/국민

69.1

67.7

70.9

51.5

71.1

주: 임가소득, 농가소득, 국민소득 모두 평균치를 사용
자료: 산림청(2017a). 임가경제조사;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1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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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구체적으로 임가소득을 살펴보면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경상소득(임
업소득, 임업외소득8, 이전소득) 모두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임
업소득보다 임업외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임업외소득이 더 높다. 임업소득과 임업외소득을 비교했을 때, 전
년대비 2017년 증가율은 각각 2.0%와 3.8%이다.
임가소득에서 임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임업의존도(임업소
득/임가소득*100)는 2013년 27.8% 수준에서 2017년 33.4%로 5.6% 증가하
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표 2-6> 최근 5년 임가소득 주요지표 동향
단위: 천원, %

경상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률
(’17/’16)

27,505

28,843

30,086

31,551

32,658

3.5

8,315

9,761

10,586

11,314

11,536

2.0

13,787

13,382

13,098

13,318

13,821

3.8

5,403

5,701

6,401

6,918

7,301

5.5

2,452

2,214

2,138

2,034

1,932

-5.0

자료: 산림청(2017a). 임가경제조사.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원이 아닌 이전소득(정부기관에 의한 연금, 사회보
장 급여 등)과 비경상소득(사고보상금, 경조소득, 퇴직수당 등 비정기적인
소득)에 대한 임가 의존도를 국가 평균과 비교한 결과, 이전소득과 비경상
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정도인 반면에, 임가는 평균
26.3%로 임가의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에 의존하는 정도가 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임업외소득은 겸업소득(농업 및 축산업 수입 등)과 사업외소득(근로수입, 자본
수입 등)으로 나뉘는데, 2017년 기준 겸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69.4%로 더
크고, 전년대비 8.3% 증가한 9,588천원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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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최근 5년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의존도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국가 전체

12.5

12.8

13.5

13.1

13.1

평균
13.0

임가

26.2

25.5

26.5

26.7

26.7

26.3

주: 국가전체는 국민평균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임가는 임가평균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18. 10. 10.).

임가소득은 국민소득이나 농가소득보다 낮은 수준이며 임가는 임업활동
을 통한 임업소득보다는 임업외소득에 대한 소득 의존도가 높다. 또한 경
제활동에 의하지 않은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국가 평균
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임가경제 측면에서는 소득원에 상관없이 임업외소득을 포함한 전체 임
가소득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산지관리와 경영, 임업 및 산촌활성화
를 위해서는 임업인의 임업참여도 제고와 함께 임업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
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1.2. 산촌정책의 변화와 주요 산촌진흥정책
본 절에서는 산촌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된 주요 산촌진흥정책을 소개하
고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도록 한다.
그동안 산촌문제는 산림정책의 틀 안에서 소극적으로 다져왔으나, 산촌인
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소멸 위험지역 증가 등 산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적신호가 켜지면서, 문제의 해소를 위한 산촌활성화 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08년 산촌진흥기본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산촌을 활
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실효성이 낮고, 성과가 미
미한 편이다. 산촌문제가 국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국·공유림 이용 프로그램 개발 등 산지이용 확
대를 통해 산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 및 사업(안)을 제시하고 있다.

18 산촌 및 사유림 현황과 문제점

산촌진흥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산림기본법｣ 제28조-제30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의거
하여, 2008년부터 10년 단위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산촌
진흥기본계획(2008~2017)은 산림휴양수요의 증가와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서의 산촌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농교류활성화 등
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산촌개발사업을 지속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수립되었다.9 1차 계획 종결 후 당초 계획에 비해 산촌진흥을 위한 사업
들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2018~2027)이 수립되었다.

산촌진흥기본계획을 토대로 산촌활성화 및 6차산업화육성사업,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사업, 국유림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을 실시하
고 있으며, 그중에서 산림휴양치유마을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 산촌활성
화 및 6차산업화사업에는 2018년 기준 20억 원의 예산으로 산촌6차산업화
지원, 귀산촌 정착지원, 산촌 매니저 운영, 산촌관광프로그램 육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사업은 2017년 10억 원의 예산으
로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숲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
며, 국유림을 휴양·생태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인제군 자작나무숲 사례
는 본 연구에서도 마을 사례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산림휴양치유마을은 기초 인프라 투자 및 지역개발을 통해 산촌의 활성
화와 산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
었다. 산촌개발사업10 중 하나로서 산촌특성을 반영한 신규 산촌개발사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읍·면·리(마을) 단위 별 산촌개발사업 모델을 개발하
는 취지의 사업이다.11 이 사업은 중단되었던 산촌개발사업(산촌생태마을)

9
10

산림청. 2008. 뺷제1차 산촌진흥기본계획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산촌진흥지역 중 산촌개발사
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촌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
을 요청할 수 있음(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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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2’ 중 창조적 마
을 만들기 사업의 일부로 재개된 것으로, 포괄보조 사업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계속 포함되지만, 분임재무관 역할을 통해 산촌개발사업의 차
별성을 강조하면서 2020년까지 150억 원의 산촌개발사업(지특) 예산 확보
를 목표로 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은 중단된 산촌생태마을사업(시설물 위주 설
치)과 차별성이 있다고 하지만 사업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산촌생태마
을사업13의 문제점들이 산림휴양치유마을사업에서도 다시 반복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014년에 산촌생태마을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실태조사 및
마을운영역량을 평가한 결과, 종합점수 80점 이상 마을이 70곳(22.4%),
60~80점 사이의 마을이 167곳(53.5%), 60점 미만의 마을이 75곳(24.0%)으

로 나타났다.14 사업이 마을인구 증가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마
을자원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사업시기
에 지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물이 노후화되
거나,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도 많았으며,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리더
가 부재하거나 마을 인적 역량의 부족, 마을 주민 간 갈등, 획일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

11
12

13

14

산림청. 2018a. 뺷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
별 특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
업이라는 명칭으로 36개 마을을 선정하여, 2005년부터 첫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 시행지침부터 사업명을 일반농산어촌개발로 변경하였음. 주요 사업으
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군역량사업이 있음(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16보조사업 모니터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식품정책성
과관리센터 KREI현장브리프 제2호.).
산촌생태마을사업은 현재는 중단된 사업이지만 환경정화, 문화복지시설, 생산
기반조성, 소득원 개발 등 산촌마을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1995년부
터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312개의 산촌생태마을이 조성되었음.
산림청(2014). 뺷산촌생태마을 보고서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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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산촌마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인식조사15 결과, 고령화된 산촌
마을의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마을주민들은 인적자원과 마을 주민들의 참
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정부기관 담당자의 경우 마을주민의 참여를 비롯하여 마을 공동체
의 신뢰와 응집성, 인적자원이 중요한 요소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소수의
산림관계 공무원들이 광범위한 국유림과 다수의 산촌들을 모두 지원하기
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산림관계 공무원과 마을주민 사이
에 중간 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표 2-8>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
주민(%)

정부기관 담당자(%)

인적 자원

30.0

21.1

재정적 지원

10.0

15.8

마을 대표의 리더십

6.7

10.5

마을 공동체의 신뢰와 응집성

13.3

26.3

마을 주민들의 참여

33.3

26.3

기타
합계

6.7

-

100.0

100.0

자료: 연구진 인식조사 결과.

산촌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정책 분야는 마을주민과 정부기관 담당자 모
두 재정지원 및 인프라 구축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응답
하였다. 그 다음으로 국·공유림 이용사업의 복잡한 신청 및 허가절차의 어
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지원서비스가 필요하고, 국유림 접근 및 이용
에 대한 권리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마을 주민들

15

연구진은 본 연구수행의 일환으로 강원도(화천, 인제, 평창 등), 전남(장성), 경
남(함양), 제주(서귀포) 소재 6개 마을의 주민과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 담당자
를 대상으로 산촌활성화, 국유림 이용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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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산촌인근 국·공유림에 대해 마을이 자치적으로 이용관리 할 수 있는 권
한이 필요하며, 인적자원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지원사업의 성공 시 사업 확대를 허용하는 등 모범적
인 국·공유림이용사업 시행 마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표 2-9>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분야
주민(%)

정부기관 담당자(%)

재정지원 및 인프라 구축

44.8

38.8

행정지원서비스

24.2

33.4

국유림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권리 확대

20.7

27.8

기타

10.3

-

100.0

100.0

합계
자료: 연구진 인식조사 결과.

정부는 과소화, 고령화 등 산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산림휴양치유
마을 뿐만 아니라 국유림 이용기회 확대 등 산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
력들을 기울이는 한편, 앞서 제기한 내용을 포함한 기존 산촌진흥사업의
문제점 등을 거울삼아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2. 산촌의 사유림 이용의 한계점
산촌 및 산촌주민의 국·공유림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전체 산
림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
공유림의 산림면적 및 입목축적 현황을 사유림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5
년 기준 전체 산림면적 중 사유림이 424만 9,885ha로(67%) 국·공유림에
비해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하지만 넓은 산림면적에 비해 사유림의 ha당
평균 입목 축적은 138.3m  으로 국유림(163.3m  )과 공유림(155.9m  )에 비
해 낮은 입목 축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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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소유별 산림면적 및 입목축적 현황(2015년 기준)
구분

사유림

국유림

공유림

계

산림면적(ha)

4,249,885

1,617,658

467,072

6,334,615



587,787,467

264,191,010

72,831,398

924,809,875

138.3

163.3

155.9

146.0

입목축적(m )
평균축적(m  /ha)

자료: 산림청(2017b). 뺷2017년 임업통계연보뺸.

사유림 소유 규모별 산주현황을 보면, 2014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산주
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2016년 기준으로 1ha 미만 소유 산주
가 전체의 66.6%를 차지하며, 100ha 이상은 전체의 0.1%에 불과하여 소유
규모가 매우 영세하다.
소규모 산주가 많아질수록 임업 경영에 있어 집중투자가 아닌 분산 투자
가 이루어져 사유림 경영 활성화가 어려우며, 산주의 70%는 산림경영보다
는 재산 증식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신원섭 2016), 사유림 이용 활성화
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표 2-11> 사유림 소유 규모별 산주현황(2016년 기준)
소유 규모
1ha 미만

산주수(명)
1,424,682

1~10ha 미만

646,718

10~50ha 미만

63,276

50~100ha 미만

3,533

100ha 이상

1,778

2016 합계

2,139,987

2015 합계

2,125,001

2014 합계

2,109,180

자료: 산림청(2017b). 뺷2017년 임업통계연보뺸.

또한 협업경영제도, 대리경영제도, 복합임업경영제도, 사유림 경영대행
제도 등의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간 지원역할 구분이 명확치 않음’ 등의 이유로 사유림 경영활성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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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강진택 외 2016).
장철수 외(2015)에 의하면, 부재산주의 증가(2014년 기준, 전체 산주 중
부재 산주 비율 55%)와 사유림 소유 규모의 영세화 및 분산화 이외에도
생산성이 낮은 영급구조로 인해 임목생산을 통한 임업소득을 얻기에 한계
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산지이용 규제로 산주들의 경영의욕
도 저하되고, 생산기반의 열악함으로 인해(사유림의 임도밀도는 2014년 기
준 ha당 평균 2.7m로 임업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 각종 산림관
리 및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용도지역별 면적은 사유림의 59.4%가 농림지역으로 일견 보면 농림업
이용에 유리할 것 같지만 용도별 산주 숫자로 살펴보면 사정은 전혀 다르
다. 전체 산주의 52.3%가 이용이 제한적인 관리 또는 개발제한 임야를 소
유하고 있으며, 27.3%만이 농림지역 임야를 소유하고 있어 이용이 제한적
인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가 대다수이다.
사유림 현황, 소유형태, 구분형태 등을 살펴본 결과 사유림을 산촌주민이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기에는 한계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2> 임야 용도지역별 현황
단위: 명, ha, %
용도

합계

사유림

산림청

구성비

면적

면적

면적

구성비

산주수

구성비

합계

6,391,839

100

2,645,077

100

4,228,879

100

695,605

1,467,355

주거

12,948

0.2

58,268

2.2

10,510

0.2

1,889

549

상업

426

0.0

2,063

0.1

378

0.0

45

3

공업

10,407

0.2

8,189

0.3

9,240

0.2

1,117

50

녹지

400,213

6.3

341,539

12.9

327,348

7.7

45,323

27,542

1,030,506

16.1

1,275,846

48.2

918,111

21.7

85,278

27,117

243,653

3.8

108,473

4.1

189,717

4.5

33,629

20,307

4,050,272

63.4

721,466

27.3

2,511,699

59.4

401,209

1,137,365

564,799

8.8

86,321

3.3

236,892

5.6

100,429

227,477

78,614

1.2

42,912

1.6

24,984

0.6

26,686

26,945

도
시
관리

개발제한
농림
자연환경보전
용도미지정

면적

국(타부처) 공유림

주 1) 산주는 용도지역별로 임야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으므로 합계 산주 수는 중복 계산됨.
2) 임야(토지)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
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구분
자료: 산림청(2017c). 뺷2016 전국 산주 현황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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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사업, 국유림 활용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볼 때 산촌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산촌지역의 국유림 비율
은 75.4%, 공유림 비율은 63.7%로 국·공유림의 대부분이 산촌지역에 위치
하고 있으며, 임도사업·조림사업 등 산림사업이 주로 산촌에 집중된다.16
산촌지역 산림은 마을숲, 목조건축물, 보호수 등 풍부한 유·무형의 자연
자산 및 둘레길, 탐방로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활용도
가 무궁무진하다.17
기존의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국·공유림 활용이 더해진
다면 산촌에 긍정적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산촌과 산림경
영의 어려움(인적 자원 부족, 재원 부족, 경쟁력 열등)과 산림경영이 사회
에 미치는 다원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국·공유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
서 산촌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검토할 필요
가 있다.

16
17

산림청(2018a). 뺷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뺸.
국립공원,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국내 녹색·생태관광 시설의 52.4%(354개
소)가 산촌지역에 위치함(산림청. 2018. 뺷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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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산촌이 국·공유림을 이용할 수 있는 보호협약 및 무상양여,
이용허가, 대부 등의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을 제한하는 요인을
인식조사 결과분석 등을 통해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분석된 이용 제한요인
은 제4장(사례분석)과 제5장(정책과제 제시)에서 다시 다루어진다.

1. 국·공유림 이용제도
국·공유림 이용제도에는 국민의 숲, 치유의 숲, 공유림 사용허가, 대부,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18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개인 및
마을 단위로 참여와 이용이 가능한 사업은 국유림 사용허가, 대부, 국유림 보
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공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가 있다<표 3-1>.
‘국민의 숲’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무를 심고, 숲 가꾸기를 하는

등 산림체험 및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국유림을 국민들에게 개방한
사업으로 5개 지방산림청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지정·관리 하고
있다. 단체의 숲, 체험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사회환원의 숲 4가지로 나뉘
며, 현재 16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18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보호협약 체결 및 준수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음.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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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숲’은 면역력을 높이는 등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산림치유지도사를 통해 산
림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총 20개의 치유의 숲이 있
고, 국립 6곳, 공립 13곳, 사립 1곳이 운영되고 있다.
‘공동산림사업’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사업

비용은 자체 부담하여 운영하되,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산림을 무상
으로 이용 가능한 제도이다. 산림소득개발, 산림휴양문화 장려, 도시림 조
성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산림소득개발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산약초 마을 조성, 밤나무 재배 공동산림사업, 참옻재배 공
동산림사업, 산불피해지 최적 송이증식기술 연구 등이다. 2018년 기준 총
37개의 공동산림사업 중에서 임산물 생산 등을 통한 소득개발사업 용도가
7건(21%)이다. 이 사업들의 국유림 이용 협약을 맺은 주체는 모두 지자체,

조합이지만, 실제 산림경영은 대부분 지역주민이 하고 있다. 협약자가 사
업경영 실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참여 주민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석현덕 외 2015).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산림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단지경영모델 개발

및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시행된 사업으로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 등 경영단지의 경영·관리를 위해 산림경영 계획
에 반영된 사업을 전문경영주체가 통합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현재 총 15
곳이 있으며, 국유림 5곳은 홍천·평창·영주·보은·무주 국유림 관리소에서
경영하고 있다. 사유림 10곳은 울산·홍천·천안·홍성·진안 등 산림조합에서
경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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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공유림 이용제도 및 사업
구분

대상지

현황

사업내용

국민의 숲

161개소

국민들이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 산림체험을 위해 국유
림 일부 개방

치유의 숲

국립: 6개, 공립: 13개,
사립: 1개

산림치유 지도사를 통한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국유림 보호협약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국유림

744마을

산불방지, 쓰레기 줍기 등 산림 보호활동 수행

855마을

국유림관리소를 통한 계약으로 일정 양여료 납부 후 임
산물 채취

국유림 사용허가

6,340건

국유림 대부

2,514건

공동산림사업

국유림

선도산림
경영단지

국유림, 사유림 국유림 5건, 시·군 10건

공유림 사용허가
공유림 대부

도, 시,
군유림

8건

<표 3-9>, <표 3-10>
참조
<표 3-11> 참조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
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창출 할 수 있는 것으로 농경
용, 임업소득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산림소
득개발사업 수행
단지경영 모델 개발 및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
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경영주체가 산림 경영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것으
로 농경용, 임업소득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주: 공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 자료는 각 지자체 소관으로 전국의 모든 시군구의 자료를 취합하는데 한계가 있
고,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전국 9개 도에 한해서 도유림 실태만 파악함.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 및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2018. 10. 2.) 내용 인용.

2. 국유림 구분과 이용 현황
국유림 이용 현황에 앞서 전체 임야 구분과 관련 법률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임야는 소유구분에 따라 국유림(산림청), 국(타부처)·공유
림, 사유림으로 구분된다.
국·공유림은 크게 5가지 법률 <표 3-2>에 의해 이용 및 관리되고 있으
며, 모든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다.
보전산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국유림 경
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용도제한이 따른다. 준보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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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사법상의 임대차 계약행위에 해당하는 대부가
가능하고, 보전산지에 비해 용도제한이 적다.
국유림 이용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유림 경
영·관리 제도에 의거하여 사업이 실시되고, 그중에서도 산촌의 국유림 이
용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 밖에 용도지역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개발행위 허가 등의 사항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가적으로 이용여부가 검토된다.
<표 3-2> 국유림 이용 관련 법률
법명

내용

산지관리법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모든 산지(국유, 공유, 사유림)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등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함
- 사용허가, 대부, 교환, 양여 등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유림 경영(국유림 보호협약, 국민의 숲, 공동산림사업), 국유림 관리(보전국유림, 준보전국유
림, 국유림 대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
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산촌진흥지역, 산촌개발사업,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산림의 이용·지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토의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 용도지역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개발행위의 허가 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8. 5. 8.).

국유림은 산촌 및 산촌주민과 관련하여 주로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와
국유림보호협약에 따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를 통해 이용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준보전국유림에 대한 대부,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국유림 보호협약에 따른 무상양여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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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는 국가가 해당 국유림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당분간 사용할 계획19이 없는 경우,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국유림관리
소 등과 계약을 통해 국가에 일정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국유림을 빌리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석현덕 외 2015).
한편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
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20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6조(국유림의
구분)에 의거하여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되는데, ｢국유재산
법｣에 따라 보전국유림은 행정재산으로, 준보전국유림은 일반재산으로 구
분된다. 보전국유림은 <표 3-3>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준보전국유림은 용도에 상관없이 대부21
가 가능하다. 각 호 중에서 산촌경제와 직접 관련되는 호는 7이고, 간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 호는 5, 8, 10정도이다.
<표 3-3> ｢국유림법｣ 제21조(국유림의 대부 등) 보전 국유림 사용이 가능한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기·통신·방송·가스·수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9

20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에 의거하여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
영해야 함.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8. 5. 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라면 대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전국유림에 비해 용도제한이 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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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4.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
원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하여 산림청장의 승인
을 얻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하 "국유임산물"이라 한다)의 매수자가 그 국유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광업법｣ 제3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물의 채취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
상품목 중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또는 약용수종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유림 안에 위치한 공·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10.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법｣에 따른 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8. 5. 8.).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는 <그림 3-1>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기본적인 제출서류로 연차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도, 토사유출방지계획서
가 있으며 타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협의 등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서 사본 등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국유림의 대부 등의 절차)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그림 3-1>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 절차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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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국유림 사용 허가 현황 및 대부 현황을 보면, 먼저 국유림 사용
허가 건수는 3년 평균 6,078건으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3년 평균 면적이 2만 3,110ha이다. 국유림
대부의 3년 평균 건수는 2,550건으로 사용허가 건수의 42% 수준이다. 대
부면적도 줄고 있는 추세이며, 3년 평균 면적은 5,958ha이다. 계약 건당 면
적은 3년 평균 기준으로 사용허가가 3.8ha/1건, 대부가 2.3ha/1건으로서 계
약 1건당 평균 면적은 사용허가가 대부보다 더 넓다. 신규 계약(대부, 사용
허가) 건수 및 면적은 2016년 765건, 611ha에서 2017년에는 667건, 324ha
로 감소하였다.22
<표 3-4> 최근 3개년 국유림 사용 허가 현황 및 대부 현황
사용허가

대부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2016

6,340

21,262

2,514

5,454

2015

6,065

23,805

2,470

5,570

2014

5,830

24,264

2,666

6,851

평균

6,078

23,110

2,550

5,958

주: 대부 면적에는 ‘조림대부 분수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산림청(2017b). 뺷2017년 임업통계연보뺸.

국유림 대부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조림대부 분수림23을 위한 대부면
적이 166,297천 m  (1만 6,630ha)으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다
음으로 목축용, 공공용, 임업소득용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국유림 이
용에 산촌주민이 참여하여 산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용도는
임업소득용, 농경용, 목축용, 기타용으로 전체 대부 면적의 14.6%에 해당
하는 30,579천 m  (3,058ha)이다.
22
23

산림청 내부자료.
조림용 대부지 또는 분수림은 1960~70년대 황폐화된 산림의 녹화를 위하여 산
림청이 공공단체 또는 개인에게 국유지를 대여해주고,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한 제도였으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산림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아 현재는 계약 연장 건을 제외한 신규 계약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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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국유림 대부 용도별 면적(2017년 말 기준)
대부 용도

세부용도

대부면적(m  )

골프장

골프장, 리조트

2,580,015

공공용

공원, 게이트볼장, 도로, 하천, 농로, 등산로, 배수로, 자연휴양림, 전망대, 재해
예방, 화장실, 해안도로, 둘레길, 산림욕장, 농어촌도로 등

4,419,180

공용

공공청사, 공원, 공중화장실, 군사용지, 군사시설, 임도, 동네숲조성, 재해방지시
설, 배수지, 양묘장, 도서관, 노인회관, 임업시험양묘장, 산불감시카메라, 전통마
을숲 복원, 숲길 등

2,021,844

공익용

공설묘지, 근린공원, 모델숲, 분뇨처리장, 숲길/트레킹, 산림공익시설, 사회복지
시설, 방송시설 등

905,517

광업용

석회석, 채광장, 운모 고령토, 석탄 등

1,339,740

기반시설용

전기, 가스, 송전선, 철탑, 수도사업, 도시가스, 터널, 풍력발전, 통신시설, 방송
중계소, 소수력발전소 등

1,201,364

기타용

관광단지, 골프장 및 관광시설, 임산물판매시설, 제조업,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표고 및 유실수 재배, 진입로, 꿩사육, 농로, 산지과수, 농업용 창고 등

801,800

농경용

경작, 논, 농경용, 밭, 전, 답, 임업소득사업용 산지과수, 관상수재배, 밭작물,
벼재배 등

1,671,321

목축용

목축용, 임간방목, 초지, 방목용 등

스키장

스키장

임업소득용

산지과수(복숭아, 배, 포도, 대추, 밤 등), 표고버섯재배, 관상수, 종묘, 약용식
물, 산채, 버섯, 야생화, 양잠, 산나물류, 산양삼, 산림소득사업용, 농림어업소득
사업용 등

조림대부 분수림

분수림, 조림대부지

종교용

종교시설 및 용지

16,847

주거용

주거용

38,969

학교용

학교용

24,510,046
298,517
3,598,945
166,297,416

19,112
총면적

209,720,633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

다음으로 국유림 사용허가의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공용 면적이
137,376천 m  (1만 3,738ha)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공공용, 공익용, 임업소득용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국유림 이용에 산
촌주민이 참여하여 산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용도는 임업소득
용, 농경용, 목축용, 기타용으로 전체 사용허가 면적의 0.06%에 해당하는
12,775천 m  (1,278ha)이다.

보전국유림이 134만 ha, 준보전국유림이 6만 ha으로서 전체 국유림의 대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과 제한 요인 33

부분(95%)이 보전국유림이다. 보전국유림에서 임업소득용, 농경용, 목축
용, 기타용 면적이 모두 합쳐 전체 보전국유림의 0.06%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국유림이 산촌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미미하다
할 것이다.24
<표 3-6> 국유림 사용허가 용도별 면적(2017년 말 기준)
사용허가 용도

세부용도

사용허가면적(m  )

골프장

골프장

공공용

도로, 농어촌도로, 등산로, 둘레길, 녹색길, 지하터널, 수도시설, 공원, 정자 및
간이시설, 재해예방시설, 도시철도, 숲길, 탐방로, 대관령 어흘리 관광지 조성
기반시설,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 산림공익시설 등

20,020,878

공용

군사용지, 군사시설, 자연휴양림, 임도, 수도사업, 사방사업, 민북지역 산림생
태복원사업, 산악자전거 시설물, 문화재안내판, 재해예방사업, 등산로, 산불무
인감시카메라 등

137,375,849

공익용

국유자연휴양림, 숲길, 탐방로, 산림욕장, 산림공익시설, 임업기능인훈련장, 대
나무생태보전숲, 산림레포츠 시설 등

15,770,875

광업용

석회석, 아연, 규석, 광해방지사업, 철광석, 탐광시추, 고령토, 운모, 채광장 등

10,343,352

20,525

기반시설용

전기, 통신, 송전철탑, 도로, 방송, 고속도로 등

7,101,577

기타용

농로, 임도, 제조업, 임업체험시설, 산불감시카메라, 관광레저, 모노레일, 임산
물 판매장 및 운반로 등

1,138,947

농경용

경작용, 임업소득사업용, 임산물재배, 밭작물 등

353,612

목축용

사슴, 목축용

183,988

스키장

스키장

임업소득용

산나물, 산양삼, 버섯, 약용식물, 장뇌, 산채, 표고, 곰취, 더덕, 약초류, 오미자
등 재배, 산림소득사업용, 농림어업소득사업용 등

종교용

종교시설

6,267,608
11,101,278
6,640

주거용

주거용

11,610

학교용

학교용

1,240
총면적

209,697,979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

24

사용허가 용도 중 공익용, 공공용의 보전국유림 이용도 산촌의 사회적 활성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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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유림보호협약에 따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현황
국유림 이용에 있어서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 다음으로 이용 실적이
많고, 이용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한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에 따른 국유임
산물 무상양여제도이다. 국유림보호협약은 2006년 8월 ｢국유림법｣이 제정
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며, 일제강점기에 정부의 보호 기
관만으로는 국유림 보호가 어려우므로 국유림 인근에 소재하는 주민들이
국유림을 보호하면서 보수로 국유 임산물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
다(석현덕 외 2015).
보호협약 체결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임업기능
인으로 구성한 단체, 지역산림조합, 학교, 지역주민 등이며, 정기적으로 산
지정화, 산불감시 등의 보호활동을 수행한다. 국유림 보호협약에 따른 국
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에 참여하는 자는 ｢국유림법｣ 제11조(국유림의 보
호협약)에 따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다.25
2017년 말 기준, 국유림보호협약에 따른 임산물 무상양여 실적을 살펴보

면, 현재까지 송이, 수액(고로쇠), 잣 등 총 9개 종류가 무상양여 임산물에
해당되며, 무상 양여를 받고 있는 마을 수는 855개이다. 우리나라 전체 무
상양여 면적은 17만 9,490.9ha이다. 전체 생산액은 5,986백 만 원이고 여기
에서 국가 수입액 10%를 제외한 주민소득액은 5,410백 만 원이다. 9개 임
산물 중에서 송이가 무상양여 면적과 주민소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
액(고로쇠), 잣, 부산물, 버섯, 산나물 순이다.

25

무상양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주민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들로서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지
역주민이 가능하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무상양여 90% 이하를 기준
으로 하며, 연료용 등 자체 소비되어지는 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나무·가지
및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생산된 산물을 양여할 경우의 무상
양여는 전부로 함(생산량에 따른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10%를 국가에 납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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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방산림청별로 무상양여 실적을 비교해보면, 서부산림청의 임산물

채취 종류가 8종으로 다른 지방산림청에 비해 월등히 많다. 반면, 채취마
을 수와 채취면적 기준으로는 남부지방산림청이 다른 지방산림청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동부지방산림청청과 남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에서

는 송이 채취가 마을수와 면적에서 가장 비중이 높고, 북부지방산림청과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수액(고로쇠) 채취가 가장 비중이 높다.
양여면적이 180천 ha에 불과하고, 채취를 통한 생산액 규모가 60억 원
정도인 것을 볼 때, 국유림보호협약과 무상양여가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는 수준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표 3-7> 2017년도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실적
단위 : ha, 백만 원
기관

총괄

임산물

마을수

면 적

합계(9종)

주민소득

비고

855

179,490.9

5,986.1

576.0

5,410.1

생산량

312

103,041.0

2,306.2

230.9

2,075.3

15,258kg

수 액

169

10,067.1

1,945.3

194.4

1,750.9

1,269,644ℓ

산나물

59

42,438.7

173.1

15.2

157.9

28,265kg

122

6,625.0

1,023.9

102.3

921.6

155,413kg

버 섯

84

14,483.5

314.3

31.1

283.2

3,268kg

떫은감

13

670.0

11.0

1.1

9.9

9,378kg

매 실

1

0.4

1.3

0.1

1.2

699kg

밤

1

3.0

9.1

0.9

8.2

1,328kg
4,769.4㎥

잣

94

1,962.2

201.9

0.0

201.9

129

32,554

1,687

165

1,522

송 이

23

27,286

498

50

448

2,899kg

수 액

30

335

293

29

264

106,973ℓ

합계(5종)

산나물
잣
부산물

1

11

17

-

17

17kg

73

4,916

858

86

772

130,394kg
314.35㎥

2

6

21

-

21

165

31,184

770.9

77.1

693.8

송 이

56

8,024

333.1

33.3

299.8

1,951kg

수 액

18

175

96.6

9.7

86.9

34,629ℓ

산나물

22

14,962

28.8

2.9

25.9

7,013kg

합계(6종)
동부
(강릉)

국가수입

송 이

부산물

북부
(원주)

생산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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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기관

임산물

국가수입

주민소득

비고

31

1,456

142.9

14.3

128.6

21,110kg

28

6,565

169.5

16.9

152.6

1,393kg

10

2

-

363

89,396

2,431

226

2,205

송 이

202

56,896

1,308

131

1,177

9,344kg

수 액

33

1,357

728

73

655

408,405ℓ

산나물

33

25,567

124

12

112

20,460kg

잣

18

253

23

2

21

3,909kg

버 섯

37

3,420

82

8

74

1,095kg

부산물

40

1,903

166

0

166

3,685㎥

42

16,749.5

193.6

19.1

174.5

송 이

25

10,574

118

11.7

106.3

793kg

수 액

2

27.5

28.7

2.8

25.9

11,866ℓ

산나물

2

1,898

0.8

0.1

0.7

600kg

잣

-

-

-

-

-

kg
600kg

합계(5종)

버 섯
합계(8종)

서부
(남원)

계

잣

합계(6종)

중부
(공주)

생산액

면 적

버 섯
부산물

남부
(안동)

마을수

560kg

13

4,250

46.1

4.5

41.6

156

9,607.4

903.6

88.8

814.8

송 이

6

461

49.1

4.9

44.2

271kg

수 액

86

8,172.6

799

79.9

719.1

707,771ℓ

산나물

1

0.7

2.5

0.2

2.3

175kg

버 섯

6

248.5

16.7

1.7

15.0

180kg

떫은감

13

670.0

11.0

1.1

9.9

9,378kg

매 실

1

0.4

1.3

0.1

1.2

699kg

밤

1

3.0

9.1

0.9

8.2

1,328kg

42

51.2

14.9

-

14.9

210㎥

부산물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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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림 이용 현황
공유림은 공유재산으로 구분되어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각 지자체별 조례에 의거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가
가능하다. 공유재산은 다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
은 사용허가를 통해, 일반재산은 대부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표 3-8>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공유림이 사용 가능한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
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8. 9. 17.).

지자체 소유 공유림은 대부분 행정재산으로서 사용허가를 통한 이용이
대부분이며, 일부 대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9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쳐 공유림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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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림(도유림, 시유림, 군유림)은 소유주체별로 관리가 되고 있고, 관리
방식이 제각기 다르며 세부용도별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모든
공유림 자료를 취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의 9개 도(전라남·북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경기도, 제주도)
의 도유림을 중심으로 이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먼저 최근 3년 지자체별 공유림 사용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에
서 신규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7년 말 기준 사용허
가 전체 면적은 경기도(851ha)가 가장 많다. 용도별 현황은 국유림과는 달
리 골프장과 스키장, 학교용 사용허가는 없는 실정이고, 공공용 사용허가(1
만 190ha)가 가장 많다. 누적 사용허가 면적은 농경용 1,491ha, 임업소득용
2,458ha(전남 1,812ha) 수준이다.

공유림 대부현황은 대부 건이 없는 지자체들을 제외하고, 파악이 가능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농경용은 전
북 130ha, 충남 57ha 수준이고, 임업소득용은 충남이 0.4ha 수준이다.

26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8. 9. 17.).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과 제한 요인 41

<표 3-11> 지자체별 공유림 대부 용도별 면적(2017년 말 기준)
단위: m 
용도

세부용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

-

-

-

-

-

-

-

-

공익용

-

-

-

광업용

-

-

-

기반시설용

-

-

-

골프장
공공용
공용

무선통신 공용기지국

기타용

초지이용, 농지조성, 창고, 묘지 등

-

-

5,754

농경용

경작용지

-

130,462

57,718

목축용

초지조성지, 마사회목축용지

-

158,945

1,778,189

-

-

-

스키장
임업소득용

버섯재배사

-

-

432

조림용

분수림

376,728

-

-

종교용

기도원

-

-

725

주거용

주거(생계형)

-

-

28,206

학교용

-

-

-

총면적

376,728

289,407

1,871,024

주: 빈칸은 대부 계약건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임.
자료: 3개 도 각 지자체 내부자료.

2017년 말 기준,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북도에서 공유림 활용

임산물 무상양여를 하고 있으며, 무상양여 임산물은 송이, 수액(고로쇠),
산나물, 잣 등 총 4개 종류이다.
이들 4개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마을 수는 69개이고, 면적은 약 1만
6,789ha이다. 전체 생산액은 517백만 원이고, 이 중 국가 수입액을 제외한 주

민소득액은 453백만 원이다. 4개 임산물 중에서 수액(고로쇠)의 주민소득이
가장 높고, 잣, 송이, 산나물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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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2017년도 공유림 활용 임산물 무상양여 실적
단위 : ha, 백만 원
기관

총괄

임산물

마을수

면 적

합계(4종)

생산액
계

국가수입

주민소득

비고

69

16,788.7

516.6

64.1

452.5

송 이

13

4,366.6

50.5

5

45.5

316kg

수 액

36

10,239.1

256.1

30.6

225.5

204,300ℓ

산나물
잣

생산량

2

22

5

0.5

4.5

809kg

18

2,161

205

28

177

34,940kg

주: 강원도(송이, 수액), 경기도(수액, 잣), 경상남도(수액, 산나물), 충청북도(송이, 수액) 합계
자료: 9개 도 각 지자체 내부자료.

앞서 국유림 이용현황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유림 양여면적(약 17천
ha)과 채취를 통한 생산액 규모(약 5.2억 원)를 볼 때, 공유림의 무상양여

가 산촌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의 제한 요인
산촌 주민이 국·공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사용허가와 대부
를 통한 계약,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용허가와
대부를 통한 계약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에 비해 규제가 많아 신규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16년 대비 ’17년 98건, 287ha 감소).
지자체의 공유림은 행정재산이 대부분으로 과거부터 계속 이용해 온 계
약자들에 한해 계약연장을 해주고 있으며, 개인에게 신규로 빌려주는 경우
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7
국·공유림은 우선적으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이용여부 및 용처가 결정

27

연구진이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공유림은 주로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하위 지자체에게 신규 사용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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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국유림 중 상당 면적이 계획만 잡혀
있고 실제 사업은 이행되지 않지만 10년간 타 용도(사용허가, 대부 등)로
전환을 불허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산촌주민은 이용이 가능한 국유림
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 이용 시도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28
사유림의 영세한 소유 규모(1ha 미만 소유 산주가 전체의 66.6%), 산주
의 대다수가 관리 또는 개발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52.3%), 국·공유림에서 용도가 농림으로 지정된 면적이 가장 많음에도
농림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 비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
선 등을 통한 산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의 이용 기회 확대가 필요
하다.
국·공유림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주체들을 통해 국·공유림 이
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국유림관리소, 산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
촌 및 산촌주민의 국·공유림 이용에 관한 인식조사29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 국유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규제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거
나 국유림 이용 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어 산촌 주민의 국유림 이용 만족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는 국유림관리소의 국유림 경영계획30에 의해
마을공동체가 이용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이
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영계획이 종료되고 임산물 재배에 적합한 대부지
를 직접 조사하여 이용자를 선발하는 ‘임산물 재배단지 시범조성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28

29

30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유림 관리소는 이용 가능 국유림 소재지를 열람 허
가하지 않음.
연구진은 본 연구수행의 일환으로 강원도(화천, 인제, 평창 등), 전남(장성), 경
남(함양), 제주(서귀포) 소재 6개 마을의 주민과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 담당자
를 대상으로 산촌활성화, 국유림 이용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
의 수립 및 인가)에 의거하여 관할 국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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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기관 담당자들과 산촌 주민들 모두 보다 많은 국·공유림의 이
용 기회를 산촌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지만 산촌 주민 대다
수의 이용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산촌의 국·공
유림 이용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이유로 정부기관 담당자들은 마을 간, 마
을 내 갈등과 이해당사자 간 비협조적인 태도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
적하였고, 산촌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국·공유림 이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점도 저해 요인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
<표 3-13>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

이해당사자 간 갈등
인력문제
기회비용

마을 간, 마을 내 갈등
이해당사자 간 비협조적인 태도

정부기관 담당자(%)

20.1

50.0

-

12.6

인력의 부족

13.3

25.0

수익성 부족

13.3

-

편의성 부족

6.7

-

-

6.3

6.7

6.3

과도한 규제

13.3

-

비효율적 투자

13.3

-

국유림 이용제도의 부족
복잡한 허가 절차
제도적 문제

주민(%)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비합치
합계

13.3

-

100.0

100.0

자료: 연구진 인식조사 결과.

반면, 산촌 주민들은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허가 절차 등의 제도적 문제
점으로 인해 산촌 주민들이 국·공유림 이용사업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생
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관련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책임을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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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국·공유림 이용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경험한 애로사항
주민(%)

정부기관 담당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정보 부족

20.7

14.3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불편

27.6

57.1

국유림 내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

20.7

14.3

기타

31.0

14.3

100.0

100.0

합계
자료: 연구진 인식조사 결과.

주민들은 국·공유림 이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중에서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

으로는 ‘제도에 관한 정보 부족’과 ‘제한된 허용 행위’를 꼽았다. 정부기관
담당자 역시 이용 정보 취득부터 이용 허가, 이용 및 점검 등 이용절차 상
문제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3-15> 국·공유림 이용제도의 개선점
주민(%)

정부기관 담당자(%)

임산물 생산 및 채취면적 증대

16.7

6.7

임산물 생산 및 채취 지원품목 확대

30.0

40.0

사업기간의 연장

10.0

6.7

양여료 및 대부료(임대료) 경감

10.0

6.7

6.7

26.5

이용 및 관리제도에 대한 올바른 홍보, 교육

-

6.7

법률개선

-

6.7

간벌육림임도 등 산림사업의 실시

기존 임도의 적극적 활용 허용
기타
합계

3.3

-

23.3

-

100.0

100.0

자료: 연구진 인식조사 결과.

국·공유림 이용제도의 개선사항으로 정부기관 담당자와 산촌 주민 모두
생산 및 채취를 허용하는 임산물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산촌 주민은 임산물 생산 및 채취 면적과 이용 허가 기간, 양여료 및
대부료 등 국·공유림 이용사업의 계약 내용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도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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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더불어, 정책시행에 있어 산림청과 지방청, 국유림관리소,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성이 부족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 국·공유림
이용사업이 정부와 같은 관리자 중심으로 계획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 등
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산촌의 국·공유림 활용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이 장에서는 산촌의 산림자원 활용을 유형화하고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
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국·공유림 이용사례 분석을 위한 개념틀과 마을대
표, 주민,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사내용을 결정하였다. 조사내용에는 물리적
조건(산촌, 산림자원), 참여자, 제도 집행 및 조직간 상호작용, 산촌활성화
등이 있다. 사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촌역량과 이용제도가 산촌경제 활성
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
한 일본의 산림테라피기지(치유의 숲)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산촌의 산림자원 활용 유형과 국·공유림 이용의 비전
1.1. 산림자원 활용 유형
Lukas Gissen et. al.(2009), 장주연 외(2015)를 참고하여, 산림자원 활용

유형을 구분하면 생산형, 산림서비스제공형, 다원적기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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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산림자원 활용 유형
구분

유형

내용

임산물 생산

목재, 임산물 생산, 판매

재생에너지 및 목재연료

바이오연료 생산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

산림서비스
제공형

휴양 및 관광

건강증진 및 휴양 촉진 활동
산림을 활용한 생태관광, 그린투어리즘

산림교육을 통한 사회적 통합

환경, 산림, 자원을 배우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원적기능형

자연보전 및 환경증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종 보호
기후변화 완화

생산형

자료: Lukas Gissen et. al.(2009) pp. 211-230과 장주연 외(2015) pp. 243-244를 재구성함.

본 연구의 사례지역 선정 기준은 이용하는 산지에 국·공유림이 포함되어
야 하고, 산지 경영활동에 산촌(지역)주민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기
준에 따르면 <표 3-1>의 국·공유림 이용제도 및 사업 중에서 국유림보호
협약, 국유임산물양여제, 국유림대부, 국유림사용허가, 공유림사용허가가
사례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사례지역에 해당하는 국·공유림 이용·관리 제도를 산림자원활용 유형에
따라 재구성 하면 <표 4-2>와 같다. 현재 국내에는 산촌의 다원적 기능형
사례가 없으므로 앞서 산림자원 활용 유형에 따른 구분 중 다원적기능형은
제외하였다.31
<표 4-2> 산림자원 활용 유형에 따른 국·공유림 이용·관리 제도
구분

산림 이용·관리 제도

임산물 생산형

· 국유임산물 양여제
· 국유림 대부, 사용허가
· 공유림 사용허가

산림서비스 제공형

· 국유림 대부, 사용허가
· 국유림 보호협약
· 공유림 사용허가

자료: 직접 작성.

31

산촌의 다원적기능형 산림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산림환경직불제와 같은 유인
제도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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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의 비전32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례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용 방향, 비전을 설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산촌의 산림을 이용한 경제활동은
다른 경제활동과 차별되는 고유한 가치가 있음에도 경제활동의 불리한 여
건 및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현
실이다. 국·공유림 이용을 포함한 산촌의 경제활동은 생산성(경제성)이 상
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시장경제 영역에 대한 긍정적 역할과 사회적 균형
(불이익계층의 포용)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산촌은 돌봄경제 영역에 해당

하며 산촌의 국·공유림을 이용한 경제활동은 사회적 경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돌봄경제의 ‘실천원리’와 사회적 경제의 ‘원칙’은 산촌의 국·공유
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조직체계 및 운영지침을 갖
추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돌봄경제 영역에 대한 관심
과 지원, 불이익계층의 포용과 공동체 이익 추구라는 차원에서 산촌과 산촌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며, 감시활동 등을 통해
재생산영역(산림)을 돌보는 점에서 산촌의 경제활동의 중요성이 더해진다.
돌봄경제의 실천원리는 (환경)돌봄, 협동과 상호협력, 생활필수 지향(과
소비 지양과 좋은 삶 지향)이다. 사회적 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 기회의
균등, 불이익계층의 포용 등을 지향하며, 원칙으로는 이윤보다 조직 구성
원(커뮤니티)에 대한 서비스 우선, 자율적 운영,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 배
분에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에 우선권 부여를 제시하고 있다. 돌봄경제의
실천원리와 사회적 경제의 원칙을 종합하여 산촌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이용의 비전을 ‘산촌주민(구성원) 간 상호 협력하며 국·공유림을 지속가능
하게 이용하여(시장경제 영역에서 돌보면서) 산촌(돌봄경제 영역)의 활성
화(재생)와 산촌 주민의 좋은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32

산촌과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을 바라보는 관점을 돌봄경제와 사회적 경제 차
원에서 검토한 내용은 <부록1>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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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이용의 비전

자료: 직접 작성.

2. 사례조사 개념틀과 조사 내용
2.1. 조사연구 개념틀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틀은 Ostrom(2005)의
제도 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 Development: IAD)33을 이용하여 재
구성하였다. Ostrom의 제도 분석틀은 정부기관, 입법, 시장, 공동체 등과
같은 참여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담고 있는 제도의 다양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변수 집합을 포괄하는 개념틀(Framework)로
서 사회현상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물리적 조건, 공동체 특성, 규칙적 속성
이 기반이 되어 행위의 영역(action area)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성과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34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을 바라보는 개념틀 안에는 기반영역에 물리적 조

33

34

Ostrom의 IAD Frame에는 물리적 조건과 별도로 공유자원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속성을 산촌 특징(속성)으로 보아 물리적
조건에 포함시킴.
김경덕 외(2013)는 Ostrom의 제도분석틀을 공유자원에 적용한바 있다. 관련 내
용(p. 34)을 수정, 인용하면 ‘공유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개인의 행위는 공유자
원의 이용 규칙, 자원의 물리적 속성, 이용자가 속한 공동체의 속성 등에 영향
을 받는다. 따라서 공유자원 이용제도에는 사용규칙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속성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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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촌, 산림자원)과 규칙적 속성(정책내용, 유인책·제한조건)이 있으며,
행위의 장에 참여자(리더십, 주민참여)와 행위 상황(집행체제, 조직간 상호
작용)이 있다. 행위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성과물로 산촌 활성화(경
제적, 사회적)를 지향한다.
사례조사 후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산촌의 물리적 조건과 참여자 속성을
합쳐 산촌역량으로 해석하고, 산촌 역량 정도를 마을별로 비교 분석하였
다. 규칙적 속성과 행위상황은 Ostrom(1990)의 공유자원 이용원칙을 토대
로 마을별로 조사, 분석하였다.
<그림 4-2> 국·공유림의 산촌 이용을 바라보는 개념틀

자료: Ostrom(2005)를 참고하여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례 조사에 맞게 수정.

2.2.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
국·공유림 활용 사례 조사는 국·공유림을 이용하고 있는 마을 대표 및
마을법인 대표, 마을주민, 국·공유림 관리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
어졌다. 조사 내용은 개념틀을 토대로 구분하면 물리적조건(산촌, 산림자
원), 규칙적 속성과 행위 상황(제도 집행 및 조직간 상호작용), 참여자(리
더, 주민참여), 산촌경제 활성화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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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조건(산촌, 산림자원)에는 마을자산 및 기금, 시설 및 인프라, 경
관·문화자원, 산림자원, 인적자원(마을주민)이 해당한다. 참여자에는 마을
조직, 마을 리더, 주민 관계가 해당한다<표 4-3>.35
제도 집행 및 조직간 상호작용은 Ostrom(1990)의 공유자원 이용원칙을 적
용하여 조사하였다. 국·공유림을 포함한 산(산림)은 공유자원에 해당되기에
Ostrom의 공유자원 이용원칙을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제도 분석에 적용하

였다.36 이용원칙은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clearly defined boundaries: D1),
이용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congruence between appropriation and
provision rules and local condition: D2), 사용자의 집합적 선택과정에의 참여
(collective-choice arrangements: D3), 감시활동(monitoring: D4), 점증적 제재

조치(graduated sanctions: D5), 갈등해결 장치(conflict-resolution mechanism:
D6), 최소한의 자치권 보장(minimal recognition of rights to organize: D7),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nested enterprises: D8）으로 구성된다<표 4-4>.37
산촌경제 활성화는 돌봄경제(사회적 경제) 차원에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
적 성과를 포괄한다. 경제적 성과는 마을주민 및 대표를 대상으로 수익, 비
용절감, 소득증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사회적 성과는 주민과 대
표를 대상으로 주인의식, 공동체의식, 주민단합 정도의 향상 여부를 조사
하였다<표 4-5>.

35

36

37

산촌자원, 참여자에 대한 조사내용 선정을 위해 농산촌개발사업 평가, 농산촌
조사, 농산촌 프로그램 개발 등의 주제로 수행된 서정원 외(2013), 민경택 외
(2013), 한경수 외(2006)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음.
Uzawa(2005)는 사회공동자본인 공유자원을 자연자본, 사회적 인프라, 제도적
자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산은 강, 호수 등과 함께 자연자본에 해당함. 김경
덕 외(2013)에 의하면 공유자원은 배제성이 낮으나 경합성이 높은 재화를 의미
하며,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재화를 의미함. 산은
환경서비스 측면에서 외부성, 경제적 이용 측면에서 경합성을 가지며 산촌이
이용하는 국·공유림은 이에 해당하기에 공유자원에 해당함.
공유자원 이용제도의 설계 및 이행이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D1)에서 중층의 사
업단위의 정합성(D8)까지 8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됨(Ostrom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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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산촌 역량 조사 내용
대분류

조사대상별 조사내용

IAD 구성요소

법인/마을

마을 주민

· 물리적조건

· 마을자산 및 기금
(마을공동기금, 정부지원 등)
· 시설 및 인프라
· 경관자원
(경관요소 및 자원 등)
· 산림자원
(토지, 임야 등)
· 인적자원
(가구수, 인구수 등)

· 일반 사항

· 참여자

· 마을조직
(조직구성, 협의체 등)
· 마을리더
· 주민관계

·
·
·
·

산촌
역량

주민 간 관계
리더 역량 평가 지표별 만족도
마을공동사업 참여 여부 및 역할
산촌활성화와 관련한 인식조사

자료: 서정원 외(2013); 민경택 외(2013); 한경수 외(2006)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조사내용을 구성함.

<표 4-4> 국·공유림의 지속가능한 이용 조건과 조사 내용
항목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D1)

내용

조사대상별 조사내용
관리기관

법인/마을

마을 주민

· 이용기간/시점
· 자원의 양과 범위 정의 · 이용 면적
· 사업부지 면적
· 자원 이용 권리를 가진 · 이용자원(유형, 품목)
· 사업 참여자 수
이용자 정의
· 이용대상(대표, 참여
인원)

이용규칙의
· 이용자 집단의 자치
현지 조건과의 · 현지 특수성을 고려한 · 자원유형/품목에 따른
규약 유무
부합성
사용 규칙
협약 내용의 차별성 · 자치규약의 내용(이용
(D2)
자격, 의무, 권한)
사용자의
집합적 선택
장치참여
(D3)

· 대다수 이용자가 규칙을
수정하는 과정에 참여

· 이용자 회의 유무
(회의시기, 주기)
· 회의 의사결정 방식

· 회의 참여횟수
·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만족도

감시 활동
(D4)

· 자원의 상태 및 이용 · 감시활동
규칙 준수사항 감시
(감시자, 방식, 횟수)

· 감시활동
(감시자, 방식, 횟수)

· 감시활동 참여
(횟수,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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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항목

점증적
제재 조치
(D5)

조사대상별 조사내용

내용

관리기관

· 이용자의 규칙 위반에
· 제재 방식
대한 제재

법인/마을

· 제재 방식

이용자와 협의 체계
· 분쟁경험
(협의체유무, 협의 방
(분쟁 대상, 원인)
식 및 횟수)
· 분쟁해결 경험
담당자의 이용자와
(중재자, 중재 방식)
분쟁경험

마을 주민
· 이용자의 의무 인지
여부
· 집단 내 규칙 인지 여부
· 의무/규칙 불이행시
제재 조치에 대한 인지
여부

갈등 해결
장치
(D6)

·
·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
-관리자 간 분쟁 해결
장치
·

최소한의
자치권 보장
(D7)

· 제도 설계와 규칙 결정
· 주민 의사결정 권리 · 의사결정이 외부권력에 · 의사결정이 외부권력에
에서 외부권력 침해로
보장 여부
의해 침해된 경험
의해 침해된 경험
인한 이용자 권리 보장

중층의
사업단위의
정합성
(D8)

· 사업 홍보
· 이용자교육경험
· 마을(법인)-지역-전국의
· 이용자교육(방식, 횟수)
(방식, 횟수)
· 이용자교육경험
사업계획의 정합성과
· 투입 인력 및 관련 사업 · 정보획득 및 문의 체계
(방식, 횟수)
이를 위한 중간 조직
예산 상위기관 보고 · 관리기관에 대한 보고 · 정보획득 및 문의 체계
역할
체계
체계

· 분쟁경험
(분쟁 대상, 원인)
· 분쟁해결 경험
(중재자, 중재방식)

자료: Ostrom(1990)의 공유자원 이용 원칙(8D 조건)을 토대로 조사내용을 구성함.

<표 4-5> 산촌 활성화 조사 내용
IAD
구성요소

산촌
활성화

내용

조사대상
관리기관

법인/마을

마을 주민

경제적 성과

· 마을공동수입(사업수입)
· 국/공유림 이용 형태에 따른
· 사업 수입
· 비용절감(사업비 절감액, 생활
소득액
· 주관적 평가(5점 척도)
비 절감액)
· 소득 증대에 대한 만족도
· 소득증대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성과

· 귀촌 인구수
· 주관적 평가(주인의식, 공동체 · 주관적 평가(주인의식, 공동체
· 주관적 평가(5점 척도)
의식, 주민단합)
의식, 주민단합)

자료: 돌봄경제(사회적 경제) 이론에 기초하여 조사내용을 구성함.

비전 제시를 위해 산촌의 국·공유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검토한 바 있는 돌봄경제(사회적 경제) 실천원리(원칙)와 연구방법
으로 제시하고 있는 분석틀의 산촌역량, 제도와 이행, 성과(산촌경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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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개념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산촌역량, 이용제도와 이행조건의
충족을 통해 돌봄경제이론(사회적 경제)의 실천원리(원칙) 이행이 가능해
지게 된다. 돌봄경제의 실천원리에서 돌봄은 감시활동(D4)과 상호협력은
사용자의 집합적 선택장치 참여(D3)와 연결된다. 산촌역량에서 주민관계,
생활필수 지향은 성과의 사회적 활성화 추구와 개념적으로 연결된다. 사회
적 경제의 원칙에서 서비스 우선은 산촌역량의 주민관계와 성과부분의 사
회적 활성화, 자율적 운영은 최소한의 자치권 보장(D7)과 개념적으로 연결
된다. 민주적 의사결정은 사용자의 집합적 선택장치 참여(D3), 사람과 노
동 우선은 성과부분의 사회적 활성화와 각각 개념적으로 연결된다.
조사 내용을 조사 대상별로 재구성 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 대표 및 법인
대표에 대한 설문은 마을 일반사항, 이용사업 현황 및 성과, 본인 약력 및
경험, 이용제도 개선점 등에 관한 내용이다. 마을 주민에 대한 설문은 본인
일반사항, 이용사업 현황 및 성과, 사업 만족도, 이용제도 문제점 등에 관
한 내용이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설문은 이용제도 및 이용 계약, 마을과의
관계, 사업시행·관리의 어려움, 제도 개선점 등에 관한 내용이다.38

38

조사대상별 세부적 설문내용은 부록 2∼4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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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국·공유림 이용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3.1. 조사 대상 마을
전국에 걸쳐 12개 지역을 조사하였고, 최종적으로 6개 사례39를 선정하
였다. <표 4-2>에서 구분한 2개의 국·공유림 이용 유형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40
<표 4-6>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 6개 사례지역
관할 지역
동부지방
산림청
서부지방
산림청

북부지방
산림청

산림청

조사대상지

산림자원 활용 유형

평창
국유림관리소

평창 장전리

임산물 생산

정읍
국유림관리소

장성 신성2리
별내리마을

임산물 생산
휴양 및 관광

함양
국유림관리소

하동 대성리
베어빌리지

임산물 생산
휴양 및 관광

춘천
국유림관리소

화천 유촌리

임산물 생산
재생에너지 및 목재 연료
자연보전 및 환경증진(기후변화 완화)

인제
국유림관리소

인제 원대리

임산물 생산
휴양 및 관광
산림교육을 통한 사회적 통합(숲해설 프로그램)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서귀포 호근동

휴양 및 관광
산림교육을 통한 사회적 통합(숲해설 프로그램)

자료: 직접 작성.

39

40

장성, 하동, 서귀포 사례는 KREI 연구진이 조사하였고, 평창, 화천, 인제는 서
울대 위탁연구진이 조사를 실시하였음.
12개 사례 중에서 6개가 소개사례로 선정되지 않은 것은 마을 운영은 잘 되지
만 국·공유림 활용이 없는 경우, 이용성과가 미흡한 경우, 일부 이용제도를 지
키지 않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임. 다만 이 중에서 2개 사례는 IAD
분석틀에 따른 조사결과의 마을 비교를 위해 3.2절에서 이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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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장전리 마을의 인적자원은 28가구(41명), 65세 이상 비율은 22%이다.
작목반(산채, 고로쇠)이 중심이 되어 2006년부터 국유림 보호협약과 임산
물 양여, 산림복합경영을 통해 임산물을 생산, 채취해오다가 2018년 마을
대표가 바뀌면서 국유림 이용 사업내용(양여료, 산림관리, 채취 권한, 수익
배분, 마을발전기금)을 마을회의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12년 평창군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으로 발효센터를 갖춘 농업회사법

인(유) 산야초마을을 설립하고, 임산물 가공·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국유림관리소의 경영계획 변경에 따른 보호협약 면적의 축소와 산림복
합경영사업 중단(2021년 계약 종료, 사업연장 불가능)에 따른 생산량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농업회사법인(유) 청송을 설립하고 국유림 대부
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림 4-3> 장전리 마을 이해관계자 간 관계도

주 1) 마을단위로 보호협약을 체결하는 반면 소득이 많은 잣, 고로쇠 양여 소득 및 복합경영사업 소득은 작목
반(양여자)에게만 돌아가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음.
2)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국유림보호협약 대상지 내에 존재하여 대부사업 허가를 위해서는 마
을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갈등이 발생하였지만 수차례 마을회의를 통해 마을주민
들의 동의를 얻어 대부사업을 신청함.
3) 동부지방산림청과 협의하여 대부사업 허가를 추진하였으나 국유림관리소에서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의
견일치가 되지 않아 사업허가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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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전남 장성군 신성2리 별내리마을
별내리마을 인적자원은 27가구(67명), 40∼50대가 마을 주민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2010년 산촌생태마을사업으로 천문체험센터(숙박, 교육장)을
갖추고, 장성남창계곡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2010년
남창고로쇠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2016년 산림소득지원사업을 통해 고
로쇠수액 유통센터를 갖추었다. 고로쇠영농조합법인은 국유림관리소와 보
호협약과 무상양여 계약, 전남대학교 장성 학술림 임대, 백양사 산림 임대
를 통해 고로쇠 수액 생산을 하고 있다. 무상양여와 임대한 산지가 모두
내장산 국립공원지역에 속해 있어 추가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장성남창계곡영농조합법인과 남창고로쇠영농조합법인 회원의 상당수가
중복되고 마을에 대한 수익 환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사업추진과 관련한
마을 갈등은 적으며, 젊은 주민이 많아 마을사업 수행이 순조로운 편이다.
<그림 4-4> 신성리 마을 이해관계자 간 관계도

주: 남창고로쇠영농조합법인은 무상양여를 통한 고로쇠 채취 및 학술림 임대를 통한 채취 이외에도 추가적인
고로쇠 식재를 통해 소득을 늘리고자 하지만, 국유림관리소에서 임대가 가능한 국유지의 정보를 주지 않
아 어려움이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산림청의 국유재산 목록 공개 불가 운영 지침에
따라 임대가 가능한 산지의 정보를 줄 수 없다는 것이 국유림관리소의 입장임.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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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경남 하동군 대성리 의신마을
의신마을의 인적자원은 주민 194명(30∼50대 68명), 귀산촌 10가구로 이
루어졌으며, 마을주민의 90%가 의신베어빌리지영농조합법인의 회원으로
법인은 반달곰 생태해설 체험(마을에 반달곰 사육장 설치)과 마을음식(산
나물밥상) 체험 외에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익금은
주민배당, 마을공동기금, 법인사업기금으로 배분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와의 국유림 보호협약과 무상양여 계약에 따른 고로쇠
수액 채취는 과거에는 부성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다가 가정별로
수액 가공시설이 보급되어 현재는 청년회(30명가량)가 주축이 되어 각자
수액을 채취, 판매하고 있다. 수액 판매가격 결정 등에 관한 내용은 하동고
로쇠생산자협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공원지역임에 따른 산나물 채취의 제한으로 마을밥상 재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상양여와 관련하여 면적에 따른 양여세 부과와
양여세 사전 완납 방식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림 4-5> 대성리 마을 이해관계자 간 관계도

주: 고로쇠 수액 채취에 따른 국가납입분 산정과 관련하여 고로쇠를 채취하는 청년회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음. 소득에 대한 양여세 부과가 아닌 면적에 대한 양여세 부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로쇠 수액 양의 차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면적당 본수도 정확하지 않음), 단순히 계약 면적에 양여세
과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고로쇠 채취 전에 양여세가 사전 완납되어야 채취가 가능한
분도 문제점으로 지적함.
자료: 직접 작성.

있
고
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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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강원도 화천군 유촌리
유촌리 인적자원은 195가구(주민 340명), 고령인구 비율은 18.3%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와의 국유림 보호협약(39명)과 임산물 양여(14명)를 하고
있으며, 양여자(송이)는 1인당 20만 원의 양여료를 납부하고 있다.
산촌생태마을사업(2009년), 산림복합경영단지사업(2010년)을 통해 산채
약초재배단지 조성, 녹색농촌체험사업(2007년)을 통해 마을 숙박시설 조
성, 농촌진흥청의 농가맛집사업(2012년)을 통해 마을식당을 조성하였다.
130가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파로호 느릅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재배단

지를 관리하면서 산채채취체험프로그램, 숙박 및 식당운영 등 마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탄소순환마을사업(2011년)으로 산림바이오매스센터와
배관시설을 설치하고 지역난방시스템을 도입하여 마을 난방(2017년 48가
구)을 공급하고 있다. 목재원료(우드펠릿, 우드칩) 단가 절감을 위해 2017
년 춘천국유림관리소와 MOU를 체결하고 국유림 입목(400톤 규모)을 수의
매각 방식으로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마을사업을 산림휴양과 연계하기 위
해 휴양림 조성과 탐방로 설치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를 얻고자 한다.
<그림 4-6> 유촌리 마을 이해관계자 간 관계도

주: 유촌리 주민들은 보호협약을 통해 국유림 보호활동을 이행하고 양여료를 납부함으로써 국유임산물을 양여
받고 있는 반면, 외지인들은 등산로를 통해 국유림에 들어가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음.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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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원대리마을 인적자원은 121가구(270명), 65세 이상은 69명(25.6%)으로 인
제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해온 139ha 규모의 원대리 소재 자작나무 숲이 2012
년 국민의 숲(6ha)으로 지정 및 운영됨에 따라 마을에서 숲 주차장 판매장 운
영, 숲길체험지도사 등 마을 주민 고용, 마을식당 운영을 통한 마을 활성화로
수익을 얻고 있다. 2012년 마을 주민 65명이 출자하여 설립한 원대리 자작나
무영농조합법인에서 마을 식당(자작나무마을 향토음식점)과 체험, 숲 주차장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국유림 보호협약(57명)과 임산물 양여
계약(잣 작목반 15명, 송이 작목반 15명)을 통해 잣과 송이를 채취하고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와 마을과 국민의 숲(자작나무 숲) 사이 셔틀버스 운행,
숲 주차장 판매장 설치(현재는 임시시설로 운영), 숲 내 매점 운영방안(현재는
국민의 숲 내 음식물 반입 금지)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숲 이용 허가시간(입
산통제) 연장을 통한 마을 수입(저녁식사, 숙박)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4-7> 원대리 마을 이해관계자 간 관계도

주 1) 과거 주차장의 위치를 둘러싸고 원대리 주민들은 원대리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해주기를 원했으나, 부지
문제 및 탐방객 편의를 위해 자작나무 숲 근처에 주차장을 조성함.
2) 원대리와 국유림관리소, 인제군은 협의체를 통해 국유림 보호와 마을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
음. 원대리 주민들은 자작나무 숲 내 매점 운영과 마을 입구에서 자작나무 숲까지 셔틀버스 운행을 통
해 마을 소득사업을 확대하고 싶어하지만 국유림관리소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 입장임.
3) 자작나무 영농조합법인이 위탁 경영하는 마을식당과 귀촌인이 운영하는 개인식당 간에 갈등이 있으며,
귀촌인들은 마을사업이나 행사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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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제주도 서귀포 호근동 호근마을
호근마을은 도시농촌복합지역으로 892가구가 있다. 현재 전국에 20개의
치유의 숲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공립 13개소 중의 하나인 174ha 규모
의 서귀포 치유의 숲은 2016년 6월부터 개장되었다. 치유의 숲을 관리하는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와 2014년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달 치유의
숲사업에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고, 그 결과로 현재 치유
밥상(차롱도시락)과 마을힐링해설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상표등
록을 마친 ‘차롱도시락’은 마을 부녀회(귤 수확, 선과 공동작업)에서 최대
한 마을 주민이 생산한 농산물(귤, 당근, 표고)로 만들어 전량을 치유의 숲
에 납품하여 숲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마을힐링해설사’는 소정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게 서귀포시에서 발급하며 현재 호근동 주민 15명이 자격증
을 가지고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차롱도시락 판매 수익의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마을힐
링해설사는 제주도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에서 임금을 지급하
고 있으며 25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일본 산림테라피의 테라피 지정 숙소 운영 사례 검토를 통해 호근마을
주민과 치유의 숲 근방에 위치한 마을 부지를 이용한 숙박 운영 방안을 협
의하고 있다.
<그림 4-8> 호근동 마을 이해관계자 간 관계도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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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교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국내 국·공유림 활용 사례조사 내용을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을 바라보
는 개념틀(Ostrom의 IAD 분석틀)에 기초하여 산촌역량 부문과 국·공유림
이용제도 부분으로 나누고, 각 사례마다 조건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비교·분석표를 작성하였다.
산촌역량 부문은 앞서 제시한 <표 4-3> 유형에 맞춰 물리적 조건(인적자
원, 마을자산, 시설 및 인프라, 경관·문화자원, 산림자원), 참여자 조건(마을
조직, 마을 리더, 주민관계)을 중심으로 마을별로 해당되는 내용을 추출하
였다. 국·공유림 이용제도는 Ostrom의 공유자원의 이용 원칙(D1~D8)에 맞
추어 각 마을마다 해당되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비교·분석표를 바탕으로 방사형 다이어그램을 통해 6개 마을 사례 별로
조건에 따른 조사결과를 정리하였다. 연구진이 조사한 마을사례 중에서 미
흡한 사례로 제외한 두 곳 역시 방사형 다이어그램을 통해 분석하고, 앞서
6개 마을과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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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산촌역량 비교분석
각 마을 사례에 대해 마을 역량을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비
교·분석하였다<그림 4-9참조>. 산촌마을의 역량은 인적자원, 마을조직, 리
더십, 주민관계, 마을 자산, 시설 및 인프라, 경관·문화자원, 산림자원 등
총 8개 범주로 평가하였다.
인적자원은 청·장년층이 많을수록 풍부하다고 판단하여 65세 미만 인구
의 비율로 평가하였다. 마을조직은 마을구성원들이 함께 일하는 조직인 작
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의 수로 평가하였고, 전통적인 공동체의 개념이 강한
마을회와 개인 성격이 강한 농업회사법인 유무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
였다. 리더십은 4개 항목(카리스마, 배려, 능력, 동기부여)에 대하여 주민들
이 마을 리더를 평가하였으며, 마을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주민관계는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 유무에 따라 상·중·하로 평가하였고, 마을자산은 마을
공동체의 기금과 토지를 기반으로 상·중·하로 평가하였다. 시설 및 인프라는
다양한 마을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소득기반 시설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상·중·하로 평가하였다. 경관·문화자원은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는 주변 경
관이나 유적, 축제 등의 유무에 따라 상·중·하로 평가하였다. 산림자원은 지
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공유림의 비율로 평가하였다. 범주마다 평가
된 점수를 3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표준점수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8개 평가영역에서 미흡사례(A마을, B마을)가 우수사례에 비
해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모든 사례지가 산촌마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관 및 문화자원은 8개 마
을41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산림자원과 시설/인프라 부문이 유촌리와
원대리에서 높게 나타나 다른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가능한 국·공유
림 비율이 높고, 소득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수사례에서는 리더십이 뛰어난 곳이 주민들간의 유

41

8개 마을 중 6개 마을은 본 연구의 주 사례이고, A, B마을은 연구진이 직접 방
문 조사한 사례 중 상대적으로 워킹이 잘 되지 않은 마을을 비교 대상으로 놓
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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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들 간 관계는 국·공유림을 활용
한 마을공동체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갈등이 없고 협
력이 잘 되는 곳일수록 사업성과도 좋게 나타났다.
반면, 미흡한 사례에서는 상대적으로 리더십이 부족하고, 주민들 간 협
조 체계나 관계가 느슨하며, 갈등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례는 마을
리더가 상품개발이나 마을 홍보와 관련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
지만, 임산물 양여를 받는 주민들이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소득 창
출에 목적이 있어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B사례는 마을 외부에
국·공유림을 활용한 행위의 장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마을 내부에서는 크
게 관심도 없고, 소수의 주민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공유림을 활용한 산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인적자원
이 많고, 마을 활동의 주축 연령대가 젊으며, 주민의 참여율이 높은 마을조
직(영농법인 등)이 있을수록 국·공유림 이용이 활발하고 성과도 좋은 것으
로 나타났다. 미흡사례에서는 상대적으로 마을에 젊은 인력도 부족하고,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조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동체
조직이 있더라도 주민 중 일부만 참여).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 및 인프라, 마을공동자산은 국가나 지자체의
마을개발사업을 통해 준비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마을 시설 및 인프
라, 공동자산이 마을 내 다른 사업과 잘 연계가 되어 운영될수록 산촌생태
관광사업이나 6차산업화 등 다양한 마을 소득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흡사례 중 A의 경우, 가공·유통시설 한 곳을 제외한 다른 시설 및
인프라가 없는 실정이었고, B는 마을 외부에 행위의 장인 인프라42가 잘
구축되어 있으나, 마을과의 연계가 부족했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없었다.
우수 사례와 미흡 사례의 비교 결과 국·공유림 이용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
성과도 좋게 하는 역할은 물리적 요소(마을자산, 시설 및 인프라, 자원)보다 인
적자원과 공동체 요소(리더십, 마을조직, 주민관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여기서 말하는 외부 행위의 장 인프라는 숲과 치유센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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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국내 사례별 산촌역량 비교 분석
<평창 장전리>

<장성 신성리>

<하동 대성리>

<화천 유촌리>

<인제 원대리>

<서귀포시 호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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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A마을>

<B마을>

자료: 직접 작성.

추가적으로 우수마을과 미흡마을 두 집단 간 요인별 평균에 대하여 차별
성이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 독립표본 검정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8개의
요소 중 인적자원(t-value=8.907), 마을조직(t-value=6.364), 리더십(t-value=
4.656), 주민관계(t-value=4.243)는 우수마을과 미흡마을을 구분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표 4-8> 산촌역량 요소별 평균차이에 대한 독립표본검정
구분

평균

표준편차

우수

미흡

우수

미흡

t값

p값

인적자원

2.7083

1.5000

0.33229

0.00000

8.907

0.000

마을조직

2.7500

1.2500

0.27386

0.35355

6.364

0.001

리더십

2.6667

1.2500

0.37639

0.35355

4.656

0.003

주민관계

2.5000

0.5000

0.63246

0.00000

4.243

0.005

마을자산

2.0833

0.7500

0.73598

0.35355

2.376

0.055

시설/인프라

1.4583

0.7500

0.84286

0.35355

1.108

0.310

경관/문화자원

3.0000

2.7500

0.00000

0.35355

2.121

0.078

산림자원

2.0833

1.7500

0.91742

1.06066

0.433

0.680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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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제도 및 시행방식 비교 분석
국·공유림 이용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는 각 마을 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그림 4-10>.
국·공유림 이용제도의 평가는 Ostrom의 지속가능한 공유자원 관리를 위
한 8가지 디자인원리의 범주에 따라 이루어졌다. 명확한 경계(D1)는 국유
림의 이용 면적 및 범위, 국유림 및 국유림 내 임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용자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지 여부로 평가하였다. 국유림 이용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D2)은 현지에 적합한 국유림 이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사업 유형별로 이용자들이 규칙을 정해 국유림을 이용하고 있는지
유무로 평가하였다. 집합적 선택장치 참여(D3)는 마을주민들이 국유림 이
용사업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로 평
가하였다. 감시활동(D4)은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국유림 이용 규칙을 잘 이
행하는지 감시하고 있는지 유무로 평가하였다(Ostsrom 디자인 원리에 따
르면, 감시활동은 공유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 사이에 서로 사용규
칙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 국유림 이용
에서의 감시활동은 주로 외지인들이나 양여 권한이 없는 주민이 무단으로
국유임산물을 채취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보호활동을 의미함). 점증적 제재
(D5)는 마을주민들이 국유림 이용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이용을 제한하거

나 규제하는지 유무로 평가하였다. 갈등해결 장치(D6)는 마을 외부와의 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로 제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체의
유무로 평가하였다.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D7)은 마을에서 국·공유림
이용, 관리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로 외
부 압력이나 규제에 의해 의사결정을 제한받은 적이 있는지 유무로 평가하
였다. 중층 사업단위의 정합성(D8)은 국·공유림 이용사업이 국가나 지자체
의 다른 사업들과 연계되어 사업 목적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로 평
가하였다.
분석 결과, 6개의 우수사례에서 8개 항목 중 명확한 경계(D1), 규칙의 현
지 조건과의 부합성(D2), 집합적 선택장치 참여(D3), 감시활동(D4) 조건이

72 산촌의 국·공유림 활용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공통적으로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호근동 사례에서 감시
활동(D4)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주민들 간, 주민과 다른 이
해자간 감시활동보다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조 독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
기 때문이다.
미흡사례 중 A사례는 우수사례들과 같이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있으나, B사례에서는 사업의 리더가 마을 주민들이 아닌 국·공유림을 소유
하고 있는 주체이므로 모든 권한은 국·공유림 소유주체가 가지고 있다
(D3). 또한 마을과 협의체가 최근 구성되어 감시활동과 같은 세세한 사안

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D4).
반면, 점증적 제재(D5) 조건은 호근동을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마을 주민들 간, 마을주민과 이해자 간에 서로를
상생하고 협력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강력하게 제재조치
를 취하기보다는 독려와 회유의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호근동 사례는
치유의 숲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마을 조직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례로
국·공유림 이용 형태가 다른 마을과 달라 국·공유림 이용에 대한 감시
(D4)는 없지만 조직 내에서의 구성원 간의 의무와 권한, 역할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마을 외부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D6)는 우수 사례 중 장전리
와 대성리를 제외한 마을에서 외부 관련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마련되고 있다. 미흡사례 중 B마을은 마을 주민과 국·공유림 소유 주
체(리더)간 협의체가 구성 되어 있으나, 복수의 마을이 참여하고 있어 운영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D7)은 국·공유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부
분 법적으로 산지 이용 행위에 대한 규제가 있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현
지 여건에 따라 산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다만 치유의 숲, 국민의 숲, 국립공원지역보다는 보호협약과 양여의 제
약이 덜하고, 관리에 대한 자치조직권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공유림 자원 이용 형태(임산물 채취, 목재 채취, 휴양서비스 이용 등)
와 산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시설 및 인프라, 자산 등)의 결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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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마을 소득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공유림 이용사업과
국가 및 지자체의 다른 마을개발사업과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층 사업 단위의 정합성(D8)을 충족하고 있는 유촌리, 원대리, 호근동은
다른 마을들에 비해 마을 소득사업의 성과 창출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8가지 조건을 통해 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화천 유촌리가 다른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공유림이라는 자원을 잘 이용·관리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우수사례와 미흡사례 모두 기본적으로 국·공유림이라는 자원
을 관련 제도에 입각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명확한 자원 경
계, 규칙의 현지조건과 부합성, 집합적 선책장치 등 공통적으로 충족하는
부분이 많아 산촌역량부문에 비해 사례별로 차이는 적게 나타났다.
점증적 제재(D5)는 산촌의 인력부족 현실과 현재의 느슨한 운영방식 등
을 고려할 때 산촌여건이 개선되기 전에는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판단
된다. D6∼D8은 제도 및 시행체계 개선을 통해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갈등해결장치(D6)에서 외부 관련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운영은 사업
의 원활한 운영과 외부갈등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D7)은 점차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행위제한 등
은 줄여가면서 장기적으로 Bottom-up 방식의 제도 도입 검토도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되며, 중층 사업단위 정합성(D8)은 사업의 규모화, 다각화를 통
한 성과 제고를 위해 충족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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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국내 사례별 국·공유림 이용 비교 분석
<평창 장전리>

<장성 신성리>

<하동 대성리>

<화천 유촌리>

<인제 원대리>

<서귀포시 호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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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A마을>

<B마을>

자료: 직접 작성.

3.2.3.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 결과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어
서 조사에 참여한 연구진의 설명을 토대로 전체 연구진이 협의하여 성과
정도를 결정하고 이를 산촌역량과 제도 및 제도이행 결과와 비교 분석한
바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 인식조사를 통해 주민이 생각하는 상대적 성과
정도를 측정하였다. 성과를 경제적 활성화와 사회적 활성화로 구분하고
경제적 활성화는 소득만족도와 생활비 절감 만족도를, 사회적 활성화는 주
인의식 향상, 공동체 의식 향상, 주민단합 향상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소득만족도는 낮게 나타난(응답자 64% 불만족) 반면에 생활비 절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응답자 56% 만족). 사회적 활성화는
주인의식(응답자 70%), 공동체 의식(응답자 70%), 주민단합(응답자 85%)
모두 이용사업을 통해 향상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인식조사 결과, 사회적 성과가 경제적 성과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 평가나 사업설계에서 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좀 더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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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국·공유림 이용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방식은 국내에서 주로 임산물 생산형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만 산촌진흥을 위한 경제적 성과(경제적 활성화)면에서는 한계점
이 있다. 반면에 산림서비스 제공형은 아직 도입단계이지만 생산형과 결합
하여 함께 진행될 수 있다면 비단 경제적 성과 제고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
과(사회적 활성화)면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우리와 같은 내용의 산촌문제를 먼저 경험하면서 문제 해결
을 위해 산촌의 서비스제공형 국·공유림 이용제도를 먼저 시작한 일본의
산림테라피기지 사례를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43

4.1. 산림테라피기지사업의 개요
임야청은 2004년 지자체와 기업이 신청하는 테라피기지 후보산림을 인
정하는 제도인 ‘산림테라피 기지 구상’을 발표하였고, 2006년부터 ‘산림테
라피’인증을 시작하여 2018년 현재 전국에 총 63개소가 설치되었다. 현재
인증 업무는 ‘산림테라피연구회’의 후신인 특수비영리활동법인 ‘산림테라
피소사어티’(http://www.fo-society.jp)가 담당하고 있다.
‘산림테라피’제도가 시작되면서 산림 치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커지

자 산촌지역사회에서는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산림치유를 지역의료,
지역관광, 지역사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도시와의 교류와 지역의 고
용기회를 확대하는 등 산촌지역 활성화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
나고 있다.
산림자원을 단순히 ‘산림테라피’라는 치유의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에 그

43

일본 국·공유림 사례 및 관련 정책 자료는 위탁연구(배민식 박사) 내용과 연구
진의 출장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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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고, 지역이 중심이 되어 산촌활성화, 지역만들기 방안의 하나로 새
롭게 도입하는 시도가 일본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나가노현
의 이이야마, 시나노마치와 도쿄도의 오쿠타마쵸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4.2. 일본의 산림테라피 사례
4.2.1. 이이야마(飯山市)의 치유의 숲
2006년 산림테라피 인증을 받았으며, 테라피기지는 크게 ‘어머니의

숲’(2개 지역)과 ‘신의 숲’(2개 지역)으로 나누어지고, 산림테라피 거점시설
3곳이 있다(나베쿠라 고원 숲의 집, 마다라오 고원 산의 집, 文化北竜館).

로드는 총 30개(그중 배리어프리 로드 1개)이고 인증 가이드는 30명이다.
테라피 프로그램은 지역 의사의 숲 테라피 참여자 검진, ‘숲의 안내인’
동행, 온천 입욕, 건강식 식사 제공 등으로 구성되며, 숲 테라피 이외에도
노르딕 워킹, 숲 체험, 호수의 카누 체험, 농작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숙소와 인정가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숲 테
라피 협의회(행정, 민간, 단체 등)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 ‘고향
납세44’ 제도 시행의 영향 등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시민이 증가하여
2007년 199명에서 2017년에는 연간 숙박인원이 약 4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운영주체는 일반사단법인(信州いいやま観光局(飯山市)으로 공익적 기능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산림테라피기지의 거점 시설 3곳(森の家, 山の家, 神
の家)을 설치하였다. 1997년에 재단법인 이이야마시진흥공사가 시에서 위

44

도시 생활자가 주민세의 10% 정도를 고향 지자체에 전하며 2천엔을 넘는 금액
이 개인주민세에서 공제되는 제도임. 2004년 결정된 삼위일체 개혁은 1)국가에
서 지방으로 보조금 삭감, 2) 지방교부세 교부금 삭감, 3)국가에서 지방으로 세
원 이양을 내용으로 하며 지방재정을 악화시켰음. 이에 2007년 주민세의 일부
를 현재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납부하고 주민세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제도
가 고안되었고, 2008년도 세제 개정으로 실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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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어 2010년 진흥공사와 일반사단법인 이이야
마시관광협회가 통합하여, 일반사단법인 신슈이이야마관광국이 만들어지
고 산림테라피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슈이이야마관광국은 산림테라피뿐
만 아니라 온천, 농산물 직판장 2개소(花の駅・千曲川) 등 수익사업 운영
과 등산로 정비, 홍보물 발행 및 홈페이지 운영, 등산 및 산림테라피 가이
드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총 사업비 6억 5천만 엔 중 시에
서 8천만 엔(12.3%)을 보조하며 나머지 87.7%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수익
사업의 이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직원 100명 중 70%가 지역민이고 나머
지 30%는 외부인이다.

4.2.2. 시나노마치(信濃町)의 산림테라피
2000년 이후 겨울철 스키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관광사업이 쇠퇴하

자,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민간(특히 팬션 등 숙박업소)이 자발적으
로 모임을 갖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행정이 이를 지원하며 주도하였다.
시나노마치 ‘산림테라피’는 농산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나노마치가
자립한다는 주민의 생각에 행정이 찬동하고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초기에
는 행정이 사업을 담당할 인재 육성, 제도·조직 만들기, 임도 등을 담당하
였고, 2016년부터 민간 사업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
특징으로 마을의 독자적인 인정 자격 ‘삼림 메디컬 트레이너’를 가진 가
이드가 산림을 안내하고 있으며, 인증 가이드는 약 140명, 인증 자격은 지
역민이거나 지역에 직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프로그램 체험자의 치
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소를 ‘산림테라피 숙소’
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숙소에서는 지역음식, 아로마 서비
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정 숙소는 현재 16개소이다. 동일인이 같은 사
람에게 숙박과 트레이너 안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
는데, 이것은 일자리 제공과 소득창출 기회가 보다 많은 마을 주민에게 가
게하기 위한 조치이다.
JA(농협)주부회는 먹거리를 통한 치유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치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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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도시락’을 개발하여 체험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 시나노마치 Woods-Life Community로 ‘산림테라
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3년 ‘산림테라피사업추진위원회’가 조직
되었고45,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 행정부서로 관광산업과에 ‘상공
관광·치유의 숲계(係)’를 설치(2005년)하였다. ‘상공관광ㆍ치유의 숲계’는
① ‘치유의 숲’ 사업의 종합창구, ② ‘치유의 숲’ 사업의 코디네이터, ③ 추

진위원회의 주민위원과 행정의 연결 역할, ④ 정립 신에쯔(町立信越)병원
과의 연대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해 왔다.46 2016년 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
라피사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 민간단체와 컨설팅기업이 참여한 사단
법인 ‘시나노마치 Woods-Life Community’를 설립하고 지금은 여기서 산
림테라피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4.2.3. 도쿄도 오쿠타마마치(奥多摩町)의 치유의 숲
2004년 오쿠타마마치 제4기 장기종합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광산

업 쇠퇴와 젊은 세대의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검토됨에 따라 자연과 입
지조건을 활용하고, 마을주민과 도시민들에게 산림의 치유효과에 의한 스
트레스 해소, 질병 예방 등 ‘마음과 신체의 건강유지 및 증진’과 지역진흥
을 위해 2005년부터 산림테라피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 4월 동경도에
서 처음으로 산림테라피기지를 인정받았으며, 테라피 코스는 5개로 전국
최초의 테라피 전용코스로 설계되었다.
산림테라피에 참여하는 숙박업소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식사, 입욕,
서비스 등의 일정 기준을 통과한 숙소를 정장(町長)이 산림테라피 숙소로
인정하는 ‘오쿠타마마치 산림테라피 치유숙소(奧多摩町森林セラピー癒宿)’
45

46

編輯部. 2004. 8. “町民が一體になってめざす癒しのまちづくり 長野縣信濃町.”
뺷現代林業뺸. p. 26. ‘치유의 숲 사업추진위원회’는 시나노마치의 농림수산업,
상공업, 관광업, 교육계, 학계전문가, 병원, 행정 등 지역의 각계각층이 참여하
여 사업의 방향성 등을 논의 및 결정함.
http://www.jafta.or.jp/13_sanson_hp/jirei/yamajikara/. 검색일: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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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오쿠타마마치 산림테라피 어시스
턴트 강습 및 인정제도 실시요강’에 기초하여 ‘산림테라피 어시스턴트’를
양성하는 제도를 운영한다.47 점심으로 테라피 도시락, ‘숲의 티타임’에 허
브티와 수제 쿠키를 제공하며, 산림테라피 체험자는 2009년~2011년 1,100
명~1,300명 수준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7년에는 1,849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기업이나 단체의 사원 연수 등으로 참가(참가비 절반 보조)하는 체
험자가 약 800명 정도이다.
운영 주체는 재단법인인 오쿠타마지역진흥재단으로 초기에는 지자체 행
정의 산림테라피추진계가 담당해 왔으나 2011년 4월부터 지역개발 관광사
업의 일환으로 출범한 일반재단법인 ‘오쿠타마지역진흥재단’이 업무를 위
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오쿠타마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가 100% 출자한
법인(여행업 자격 취득)으로 산림테라피사업을 중심으로 환경보전, 관광사
업 등을 함께 진행한다. 테라피사업 이외에도 마을주민건강만들기사업, 테
라피로드순찰사업, 홍보사업 등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오쿠타마지역진흥
재단’의 사무국은 6명으로 구성되며 국장 1명만 행정에서 파견한 직원이
고, 나머지는 신규로 채용한다. 이외에도 산림테라피 가이드, 산림 요가,
아로마 교실, 도예 교실 등의 담당자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4.3. 일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산림테라피’를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산촌마을 활성화, 지역만

들기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마을 주민의 일자리 창출, 마을
의 소득증대,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 도시주민과의 교류, 산림환경 보전 등
47

｢奥多摩町森林 セラピーアシスター 講習及 び 認定制度実施要綱｣ 참조. 강습은
① 의학·생리학(3시간), ② 산림과학(3시간), 필드학(6시간), 지원학(地元學: 오
쿠타마마치 개요, 민속, 방언, 자연 등/ 7시간), 상급 구급교육(8시간)으로 이루
어짐. 강습에 참여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수료증을 발급받고, 심사회 심의를 거
쳐 최종적으로 정장이 산림테라피 어시스턴트 인정증을 교부함. 유효기간은 3
년이고, 현재 인정자는 총 34명(제1기 12명, 제2기 6명, 제3기 16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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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숙박, 참여 프로그램, 먹거리 제공 등으로 산
림테라피 사업내용을 다양화 하고, 이러한 사업에 민간(지역주민)이 숙박
제공, 판매(특산품, 수공예품, 제철 음식 등), 프로그램 가이드(트레이너, 안
내, 프로그램진행자) 등의 형태로 참여하여 소득창출과 마을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림테라피’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에는 지역행정기

관이 전담부서 등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인
구의 과소화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산촌 현실에서 지역주민이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림테라피’ 운영
과 관련하여 시작단계에는 행정기관이, 이후에는 민관협의체, 제3섹터(재
단법인, 사단법인)로 이양되어 전문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민간조직 운영의 장점은 관광업, 숙박업, 농산물 판매장 운영 등도 함께
하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정책연계 차원에서
산림뿐만 아니라 농업, 지역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함께 추진 가능함). 이러
한 민간조직의 운영은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인재의 참여율을 높이
는 효과가 있지만 주민의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
과 사업 운영을 위한 주민 역량을 선결적으로 요구한다.
임야청 지역산림관리국은 국유림 방제, 치수, 일상적 관리업무에 집중하
고, 산림 테라피, 목질 바이오매스, 시민이 참여하는 숲 가꾸기 등은 임야
청 지방산림관리국이 지자체(행정)와 계약을 통해 이용을 허가하고 지자체
(행정) 주도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관협의체 구성이나 다른 사업과의

연계 등이 보다 수월하다.
안내인과 숙박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교육, 인증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인데, 안내인과 숙박업소에 대해 산림테라피와 관련
하여 전문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인증하는 것은
‘산림테라피’를 찾는 수요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를 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산림테라피’를 통해 마을주민의 외부와
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점은 마을에 또 다른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산촌의 경제·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 방안

이 장에서는 앞서 4장에서 제시한 바 있는 산촌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이용의 비전을 토대로 먼저 4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추진방향별로
정책과제를 제시한 후 국내 또는 해외에 유사한 운영사례가 있거나 먼저
도입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정책과제에 대해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1. 기본 방향
과소화·고령화에 따른 산촌문제를 해결하고 산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산촌자원의 이용 특히 산림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산
림경영의 어려움과 더불어 영세한 산지 규모, 대다수가 부재 산주인 점 등
의 한계로 사유림 경영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공유림 이용의 중요
성이 강조되면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시하고 있다.48
앞서 4장에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의 이용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산촌경제 활성화가 가지는 의미와 산촌의 산지이용이 가지는 특수

48

국·공유림과 관련하여 기존의 보존관리 중심에서 관리를 염두에 둔 지속가능
한 이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산림자원 및 산지 관리체계
고도화’,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촌 활성화’에 포함되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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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돌봄경제이론과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 고려하여 비전을 ‘산촌주민(구성
원)간 상호협력하고, 국·공유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여(시장경제 영역에서
돌보면서), 산촌의 활성화와 산촌 주민의 좋은 삶을 지향’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제도 분석을 위해 Ostrom의 제도
분석틀(IAD)을 적용하여 마을사례를 조사하였다. IAD는 이용제도(규칙적
속성), 제도 시행(행위 상황), 참여자 역량(물리적조건, 참여자)으로 구성되
며 마을 사례조사 분석은 참여자 역량과 공유자원 이용원칙49을 근거로 이
루어졌다. 산촌의 국·공유림의 이용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용제도, 제도
시행, 참여자 역량의 업그레이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아울러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관리)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사회적 돌봄경제(사회적
경제) 실천이 필요하다. 이에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4개로 설정하였다.
우선 국·공유림 이용제도 개선은 이용 확대와 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
며,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는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의 효과 제고를 목
적으로 한다. 제도 시행 시스템 구축은 원활한 제도 시행과 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돌봄경제(사회적 경제) 실천은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을 지
속가능토록 하는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
<그림 5-1>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이용의 기본 방향
이용 확대와 효과 제고를 위한 국·공유림 이용제도 개선
↓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
원활한 제도 시행과 효과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산촌의 지속가능한 국·공유림 이용·관리를 위한 돌봄경제(사회적 경제) 실천
자료: 직접 작성.

49

Ostrom의 공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조건을 토대로 제도와 제도시행을 하나
로 합쳐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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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에서는 산촌주민과 국유림관리소 담당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통해
도출한 산촌의 문제점, 기존 산촌진흥정책의 한계점, 국·공유림 이용제도
의 문제점, 국내사례와 일본사례 조사의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하여 기
본 방향별로 정책과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2. 정책 과제
2.1. 산촌진흥정책, 국·공유림 이용제도 및 운용의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
산촌 및 산촌진흥정책의 한계점으로 산촌주민과 관리소 담당자가 공통
적으로 제기한 부분은 산촌의 인적 자원 부족, 재정·인프라 지원 부족, 행
정지원·컨설팅 부족이다. 산촌주민은 사업에 주민참여 저조와 사업 이행의
자율권 부족을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관리소는 마을 공동체의식의 미흡
함, 마을과 관리소를 연결하는 중간조직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산촌의 국·공유림 활용 및 이용제도의 한계점은 우선적으로 허가를 취득
하기가 어렵고 설사 허가를 받더라도 규제에 따른 이용 행위 제한이 많다
는 것이다. 관리소와 산촌주민 공통적으로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 기회 제
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크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서로 달랐다.
관리소는 산촌의 노동력 부족과 함께 마을 갈등, 이해당사자 간 협력 부족
을 이유로 꼽은 반면 산촌주민은 국·공유림 이용사업의 수익성 한계와 함
께 국·공유림 이용제도의 복잡함과 산지이용과 관련한 기관들50의 협조체
계 부족을 꼽았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림 정보공개 제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국유림의 소재 파악이 어렵고, 관리소의 10년 국유림 경영계획 해

50

여기에는 국유림관리소, 지자체 산림과,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국토부 등
이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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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산지는 이용이 제한되는 점이 지적되었다.
국내 사례조사의 참여자(산촌) 역량 분석 결과 물리적 요인(마을자산, 시
설, 산림자원)보다 인적자원과 공동체 요인(리더십, 조직, 주민관계)이 산촌
경제 활성화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의 주축 연령
대가 젊고, 주민의 마을사업 참여율이 높은 경우 성과도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제도와 제도시행 분석에서는 마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외적갈등 해
결을 위해 외부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과 불필요한 이용
행위제한을 줄여가면서 허용범위에서 마을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공유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개선점으로 나타났다. 규칙
미준수에 대한 점증적 제재가 미약한 부분은 국·공유림의 지속가능한 이용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국·공유림을 이용하는 마을사업을 다른
마을단위 사업 또는 광역단위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마을사업의 정합성 유
지와 성과 제고를 위해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
일본 국유림 이용사례의 시사점은 사업내용을 다양화하고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점,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시 한다는 점, 운영조직의
사업 경영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점, 마을사업과 관련
한 지자체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점, 산촌과 외부와의 교류 확대에 노력하
는 점이다.

2.2. 기본 방향별 정책 과제
2.2.1. 이용 확대와 효과 제고를 위한 국·공유림 이용제도 개선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이용제도의 문제점은 국·공유림 이용을 위한 허
가절차가 복잡하고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서 산촌 주민들의 국·공유림 이용
제도 활용이 제한되고, 국유림 이용의 수익성이 크지 않아 노동의 기회비
용이 크며, 국유림을 이용하고 싶어도 산림 이용에 따른 규제가 많아 국유
림 이용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개선과 더불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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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조건 중에서 점증적 제재(D5)가 미미한 점을 고
려할 때 국·공유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규칙 준수 적용이 강화되어
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제도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산촌 주민에게 허용하는 국·공유림 이용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채취 허용 임산물 품목을 확대하고, 허용면적이 작으면 노동 생산성이 낮아
수익성도 저조해 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넓은 이용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산촌여건과 산지특성에 따른 생산형 산지이
용의 한계점들을 고려할 때 이용 영역을 산림관광(드라마 세트장 등), 산림
문화(산악영화제·음악제), 산림바이오매스(산림탄소순환마을) 등으로 확대
하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산촌주민 소득사업의 다각화와 이윤창
출을 위해서는 출입이 제한된 임도·등산로를 탐방로 용도로 개방하고, 숲
또는 숲 주차장에서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이용사업의 신청과 허가절차가 쉽고 간소화되어야 한다. 국유림
대부사업의 경우, 현재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국유림을 지정하여 대부사업
을 신청하면 정부기관 담당자가 국유림 경영계획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방식이다. 이
용 목적에 맞는 대부가 가능한 국유림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이 중에서
원하는 국유림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유림 경영
계획에 해당하지 않고, 대규모 재배단지 조성이 가능하며, 토양·기후·식생
이 이용 목적에 적합한 대상지를 찾아 산촌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제
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공유림에서 산촌주민이 생산한 임산물(임산가공품), 산림서비스
등에 지리적표시제, 친환경인증과 같은 현행 제도를 확대 적용하거나 새로
운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제공형의 산촌 숙박
시설이나 산림치유 안내인에 대한 인증제도 시행도 필요하며, 인증제도 운
영은 중앙단위 또는 지자체 단위에서 모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마을단위의 산림관리 교육과 계획적이고 주기적인 국·공유림 이용
모니터링을 위한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국·공유림 이용규칙을 준수하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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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좋은 마을에는 후속사업 선정에 가산점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마을에는 확실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래
야만 국유림의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할 것
이다.
다섯째, 관리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관점을 고려한 국·공유림 이용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디자인 되어야 한다. 현재는 개별 산촌마을의 특
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산지이용방식이 적용되지만,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촌의 강점, 약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주민과 마
을대표를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bottom up 방식으
로 정부사업이 유연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2.2.2.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국내 사례조사 결과 마을자산·마을자원과 같은 물리적 요인보다는 인적
자원과 공동체 요인이 산촌경제 활성화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촌진흥정책의 한계점으로 가장 먼저 산촌의 인적자원 부족
이 지적되었다. 담당공무원들도 산촌의 노동력 부족과 마을주민 간 갈등을
국·공유림 이용의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추진주
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십 강화를 위해 현재 산촌마을 또는 마을사업 대표로 활동하
고 있는 지도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마을 외부에서
또 다른 리더 유치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임업인 교육과정은 임
산물 재배와 산림경영 위주이기에 우선 다른 분야의 학습기회를 추가적으
로 부여하고 점차적으로 산촌리더 교육과정을 별도로 마련해나가야 할 것
이다. 또한 귀산촌인을 포함하여 마을 외부에서 사무장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마을에 복수의 리더가 교대로 외
부 교육을 수강하는 등 외부 활동 참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능력 있는 청장년층의 귀산촌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제도의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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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일부 귀산촌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더해 귀산촌 초
기에 임업경영 지도와 정착지원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젊은
인력의 산촌 유입이 가능해 질 것이다.
셋째, 마을사업 운영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사업조직과 마을 주민 관
계가 협력·상생 구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표와 주민에 대한 마을
기업 교육과 마을기업 육성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마을조직은
전통적 마을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마을 환경 개선이나 행사를 담당한다면,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마을기업은 출자와 배당이 이루어지는 조직으로서
산림복합경영이나 대부 등 국유림 이용사업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마을
식당, 숙박시설, 농·임산물 가공시설 및 판매장 등의 수익사업을 주도적으
로 운영한다. 마을기업은 마을회, 작목반과 같은 기존의 마을조직들과 관
계가 좋은 경우에 지속가능하다. 예를 들면 마을기금 기부 등을 통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질 때 마을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넷째, 전문화된 국·공유림 이용사업 운영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 마을
단위 사업이 가지는 한계점 극복과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마을단위 사업의
연합과 전문화된 민간운영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 마을별로 이루어지는
이용사업의 연계를 통한 규모화가 필요하다. 운영조직은 초기에는 느슨한
형태 또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조직형태이기에, 점차 전문화되고 비즈
니스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커갈 수 있도록 민관의 합동 노력이 필요하다.

2.2.3. 원활한 제도 시행과 효과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국·공유림 이용제도가 시행되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행
체제와 관련 조직 간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사례 조사
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협의체 구성과 마을사업의 정합성 유지 및 다른 사
업과의 연계가 강조되었다. 국·공유림 이용과 산촌진흥정책의 한계점에서
는 관련기관의 협조부족, 행정지원·컨설팅 부족, 중간조직 부재가 지적되
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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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마을-지자체-국유림관리소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산촌 주
민들이 국유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유림관리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교육을 받거나 결과를 보고하는 등 국유림관리소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역사회 개발과 국유림 보존 간에 충돌이 생겼을 때, 국유림관리소
는 국유림 보존에 대한 의무를 산촌주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의체가 있는
경우에 갈등이 잘 해결되며, 협의체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해 국유림 이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사업의 성과가 좋고 지속가능할 수 있다.
둘째, 국·공유림 관리기관 간 수평적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유
림관리소,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국토부 등 개별적으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산지를 관리 및 감독하는 기관들 간에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산촌
주민이 필요로 하는 국·공유림의 이용을 위한 신청, 허가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원하는 산지이용 방식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셋째, 산촌주민과 국·공유림 관리기관 사이에서 중간지원 기능을 수행하
는 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 산촌의 전문가 부족과 관리기관의 담당자 업
무과중을 고려할 때 산촌과 국·공유림 이용 사업을 연결해주고 사업에 대
한 컨설팅을 현장에서 해줄 수 있는 전문가 조직이 있어야 한다.
넷째,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과 다른 마을사업들이 연계되어야 한다.
국·공유림 활용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공·유통, 숙박시설 등 시설
및 인프라가 구축되어 마을사업의 영역이 다각화되는 6차산업화를 도모하
여야 할 것이다. 이에, 산림청 사업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국토부,
행정자치부의 농산촌 마을진흥사업들과도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산촌과 외부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도회지 마을, 기업 등과
자매결연·제휴 등을 통해 산촌을 후원하고 산촌의 마을사업을 이용하는 저
변의 확대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의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NGO
등과 공동으로 지역산림자원을 관리·이용하는 사업의 모색도 필요하다.

산촌의 경제·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 방안 91

2.2.4. 산촌의 지속가능한 국·공유림 이용·관리를 위한 돌봄경제
(사회적 경제) 실천
산림경영이 가지는 한계점과 산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 사업을 경제적 성과만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마을사업 존속
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산촌의 재생산영역(자연) 돌봄에 대한 가치
인정, 사회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산촌의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아
래와 같이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 사업을 통한 산촌의 사회적 활성화 가치를
재평가 하여야 한다. 산촌의 마을사업은 이윤보다는 비용절감과 공동체의
식 함양, 주민의 주인의식과 주민 간 단합, 건강증진 등을 통한 사회적 활성
화를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다. 산촌의 사회적 활성화 실현
은 사회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줄
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산촌의 사회적 활성화의 잠재적 가치는 높다.
둘째,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 사업의 목적은 수익창출보다는 산촌 공동
체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산촌주민이 먼저 산림이 제공하
는 서비스의 이용 주체가 되어야 주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더해 주민의 사
업 참여가 보다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산촌의 사회적 활성
화에 한층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산림 보전과 균형 있는 사회적 발전 차원에서 산촌의 국·공유림 이
용·관리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질 것이다. 산
촌의 국·공유림 경영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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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천 방안
앞에서 제시한 실천과제 중에서 제도적 도입이 빠른 시기에 가능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에서 관련 제도 운영 사례가 있는 경우에 대해 산촌의 국·
공유림 이용 확대와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의 실천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실천방안에는 국유림 이용사업에 마을기업 참여 확대, 국유림 대부
산지 선정 방식의 변경, 산지(국·공유림) 재배 임산물의 인증제도 도입, 귀
산촌 멘토링 및 지원제도 도입, 마을사업 운영조직 전문화와 사업 다각화,
산촌과의 교류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산촌 및 산촌 경제활동에 대한 지속
적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해당한다.

3.1. 국유림 이용사업에 마을기업 참여 확대
마을기업이 ‘공동산림사업’의 사업 수행 주체가 되면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 기회와 사업면적 확대에 따른 규모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공
동산림사업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국유림 이
용을 허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수행이 가능한 주체를 정부·지자체, 산림조합, 국가·지자체 출자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총 37개의 공동산림사업 중에서 임산물 생산 등을 통한 소

득개발사업 용도로 허가한 사업이 21%이다. 국유림 이용 협약을 맺은 주
체는 모두 지자체와 조합이지만, 실제 산림경영은 대부분 지역주민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약자와 실제 소득작물 생산자가 달라 협약자는 경영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참여 주민은 사업의 성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석현덕 외 2015).
2018년부터 정부는 국유림을 활용하는 마을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공동

산림사업과 보호협약을 통한 임산물 양여에 마을기업 참여를 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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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는 제도를 18개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마을기업의
성공적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산림분야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그루매니저51’ 제도가 함께 도입
되었다. 산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변화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을 보완한 후 점차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국유림 이용
제도에도 적용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을사업
조직의 역량강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기업은 마을 및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과 공동체 관계를 유지하
면서 사업내용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타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과 마찬가지로 공동산림사업을 운영하는 마을기업의
성과를 돌봄경제(사회적 경제) 차원에서 사회적 활성화를 중요시하면서 지
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3.2. 국유림 대부 산지 지정 방식의 변경
국유림 대부 신청과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 지역 지정 방식을 변
경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산지를 정해 신청하고 관리소가 국유림
경영계획과 현장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에서 대부 가능한 산
지를 정부가 먼저 조사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이용 희망자
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방단위에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시도
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경영계획이 없는 국유림을 선정하여 임산물
재배단지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이용 신청을 강원도에 소재한 마을기업 또
51

그루매니저는 산림청이 산림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는 사
업임. 기초 지자체 단위로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지
역자원조사와 공동체(예비 경영체) 발굴 및 육성, 산림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산림형 중간지원조직을 이끄는 전문가 역할을 수행함(한
국임업진흥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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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산자단체에서 받는 시범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후보 산
지는 인공조림지 중 간벌이 끝나고 경영계획이 없으며 접근이 용이하고 임
산물 재배가 적절한 국유림이다. 대상품목은 산나물류이고 단위면적은 5ha
이며 사업기간은 20년 이내이다.52 추진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5-2> 동부지방산림청 임산물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절차
사업대상지 선정
(관리소)

대상자 최종 통지
(지방산림청 → 신청자)

⇨

⇨

시범사업 공고
(지방산림청)

국유림사용허가
신청
(대상자 → 지방산림청)

⇨

⇨

서류제출
(신청자 → 지방산림청)

국유림사용허가서
교부

⇨

사업계획 검토,
평가 및 심의회

⇨

(평가)

사업 개시

(지방산림청 → 대상자)

자료: 동부지방산림청(2018). 뺷임산물재배단지 시범조성사업 추진계획서뺸.

동부지방산림청이 추진하는 국유림 이용사업 대상 후보지 사전 공고 제
도는 산촌주민이 신청 절차상 겪는 어려움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사
업인 ‘산림복합경영단지사업’ 중단에 따른 재배산지 감소와 대체 재배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배적지를 사전적으로 검토해
줌으로써 제도 이용을 위한 신청자 증가와 생산성 제고에 따른 이용사업의
경제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동부지방산림청은 사업 면적과
참여 마을 수를 확대하고, 다른 지방산림청에서 이를 벤치마킹해야 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에서 관련 제도 보완 및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52

동부지방산림청. 2018. 뺷임산물재배단지 시범조성사업 추진계획서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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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산지 재배 임산물의 인증제도 도입
국·공유림에서 산촌주민이 생산한 임산물과 임산가공품, 그리고 서비스
제공형의 산촌 숙박시설이나 산림치유 안내인에 대한 인증제도 시행을 제
안한다. 이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산촌주민의 능
력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통한 산촌의 사회적 활성화를 기대한다. 인증제
도는 중앙단위에서 전국에 일괄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대신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고 지역특색을 강조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증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품
질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국내외 인증제도 도입 사례>
제주도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는 인근 호근마을에서 로컬식재료로 만든 치유밥상(차롱53도시락)의 상표등록을 마치고
2016년부터 치유의 숲 내에서 힐링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치유의 숲에서 판매되는 유일한 음식물이다.
도시락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동대학교 라파엘힐링사업단의 자문을 받았고, 현재에도 제주도 테크노파크를 통해
신메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나가노현 시나노마치의 ｢치유의 숲｣은 숲 체험자의 힐링을 도와주는 “산림메디컬트레이너”의 상표 등록을 마치고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7일 코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 오쿠타마마치 ｢치유의 숲｣에서도 자체적으로
오쿠타마마치 산림테라피 어시스턴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강습은 ① 의학·생리학(3시간), ② 산림과학(3시간), 필드
학(6시간), 지원학(오쿠타마마치 개요, 민속, 방언, 자연 등/ 7시간), 상급 구급교육(8시간)으로 구성되며 강습 이수와
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해 지자체장(정장)이 3년간 유효한 인정증을 교부하고 있다.
도쿄도 오쿠타마마치 ｢치유의 숲｣은 산림테라피에 참여하는 숙박업소의 차별화를 위해 식사, 입욕, 서비스 등의
일정 기준을 통과한 숙소만 정장(町長)이 산림테라피 숙소로 인정하는 ｢오쿠타마마치 산림테라피 치유숙소｣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치유 숙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산림테라피와 숙박시설의 역할(2시간), ②접객 매너(2시간), ③ 구급
교육(3시간), ④ 식재료의 효능(1시간)으로 구성된 강습을 이수한 종사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하고, 시설 심사도 통과해
야 한다. 인정기간은 3년이다.
자료: 연구진 현지 조사 및 일본 위탁 연구(배민식 박사)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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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롱은 음식을 담는 대나무 바구니를 뜻하며, 호근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김희
창 죽세공 장인이 만든 공예품을 활용하였음.

96 산촌의 경제·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 방안

3.4. 귀산촌 멘토링 및 지원제도 도입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이 보다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리더
와 함께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청장년층이 마을에 많아야하며
산촌의 인력부족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 청장년층의 귀산촌이 절실하다. 일
부 귀산촌 교육과정이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더해 귀산촌 준비기부터 초기 정착기에 걸친 가이드와 정착지원 프로그램
이 있어야 젊은 인력의 산촌 유입이 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청장년의 귀산촌과 임업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농림업 분야
의 지원제도를 참고하고,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국내 임업현실에 맞게 수정
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귀농산촌 지원 사례>
국내 농업분야에서는 귀농희망자의 준비 및 초기정착을 도와주는 귀농닥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사업, 청년창업
농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사업은 예비농업인이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지내며
농촌 이해, 적응, 실습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며, 귀농닥터는 예비농업인의 귀농애로와 문제해결에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전문 도우미(신지식농업인, 농업마이스터)를 연결해 주는 제도이다.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
업은 40세 미만의 농업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보조와 융자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과 유사한 농업차세대인재투자자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
창업농을 준비형과 경영개시형으로 나누어 보조기간과 보조금액을 차별화하고 있다. 임업분야에서는 농업분야의 지원사
업을 이어받아 현 단위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임업담당자기금(임업취업촉진자금)을 조성하여 정착초기의 생활비 지원,
임업회사의 청년임업인 고용 인건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자료: 일본 위탁 연구(배민식 박사) 바탕으로 작성.

3.5. 마을사업 운영조직 전문화와 사업 분야 다각화
마을단위 사업이 가지는 한계점 극복을 위해서는 단위 사업들을 연계하고
전문화된 민간운영조직을 육성하여 연합사업을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산림테라피기지 운영주체 변천과정을 참고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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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시작 단계에서는 민간의 비즈니스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
자체가 주도하여 사업을 하다가 점차 교육과 인력보강 등을 통해 민간 운
영조직 기반이 갖추어지면 운영주체가 재단법인으로, 다음에는 독립적 사
단법인으로 각각 변천하였다. 운영주체가 변화해가는 것과 함께 사업영역
도 지자체업무 대행 등을 통해 치유의 숲 운영과 직접 관련한 분야뿐만 아
니라 시설관리, 주민교육, 여행사, 농산물판매장, 트레킹 등으로 확대되면
서 사업 다각화를 통한 경영안정과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산촌마을사업 운영조직 전문화>
나가노현 이이야마시의 산림테라피기지는 초기에는 시에서 운영하다가 1997년 재단법인을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하
였고, 다시 2010년 재단법인이 이이야마 진흥공사와 통합되어 일반사단법인 신슈이이야마관광국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관광국은 테라피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온천, 농산물직판장 운영, 등산로 정비, 가이드 육성
등의 관련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같은 현 시나노마치의 산림테라피기지의 경우에도 같은 변천 경로를 밟아 현재는
시나노마치 Wood-Life Community에서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 오쿠타마 산림테라피기지는 현재 재단법인 오쿠타마
지역진흥재단에서 환경보전, 관광사업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조건이 갖추어지면 점차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계획
이다.54
자료: 연구진 현지 조사 바탕으로 작성.

3.6. 산촌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증진
산촌과 외부와의 교류 및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도회지 마을, 기업 등과
자매결연, 제휴 등을 통해 산촌을 후원하는 기반을 확대해가면서 산촌의
마을사업에 대한 수요자 pool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여건에 따라서는
산촌이 주축이 되어 도시의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NGO 등과 공동으로 지
역산림자원을 관리·이용하는 사업의 모색도 적절하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는 산촌의 자체적 노력과 함께 제도적 기반이나 지원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과 도회지 마을이 도농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54

연구진의 2018.5 나가노, 도쿄 출장결과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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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2년
‘도시와 농산어촌 공생·대류에 관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이듬해에 공

익법인인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추진회의(일명 오라이(all right)!
일본)’을 설립하였다.55 기업, 시정촌, 민간단체 및 개인이 회원이 되어있는
‘공생·대류추진회의’는 총무성 등 7개 정부부처와 ‘도시와 농산어촌 공생·

대류 관계성 연락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지원을 받아 교류사업을 추진
해오고 있다.56
<표 5-1> 공생·대류 추진 방책의 주요 검토 사항
- 도시주민에게 ‘농’과 교류를 위한 지원 충실
· 도시와 농산어촌의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내의 연대 강화
· 농산어촌에서 체험학습 등 추진·공생·대류를 추진하는 인재 확보
· 교류 거주, 2지역 거주, 정주 촉진
· 도시와 농산어촌의 ICT를 활용한 제휴 강화
· 공생·대류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환경 정비 촉진
자료: 都市と農山漁村の共生·對流に關するプロジエクトチーム(2005) ｢都市と農山漁村の共生·流の一層の推進
について｣; 정은미 외(2012) 재인용.

일본 나가노현 시나노마치 ｢치유의 숲｣ 체험을 위한 방문객 수는 2017
년에 총 1,707명(일반 939명, 제휴단체 645명)이었다. ‘제휴단체’는 직원의
연수, 여행을 목적으로 ｢치유의 숲｣과 협정을 맺은 산림테라피에 참여하는
기업, 건강보험조합, 대학 등으로 그 숫자가 매년 증가하여 2017년 기준
32개 단체다. 2015년 12월부터 직원 50인 이상 기업은 직원에 대한 스트레

스 체크가 의무화되었고, 사회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서 산촌과 도시와의 제휴가 증가하고 있다.

55
56

http://www.ohrai.jp.
都市と農山漁村共生·對流關係省連絡協議會. 2008. 뺷都市と農山漁村の共生·對
流關聯施策集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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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산촌 및 산촌 경제활동에 지속적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산촌의 국·공유림 경영이 가지는 외부성과 사회적 균형발전을 위한 산촌
유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산촌의 국·공유림 경영이 지속가능하도록
범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산촌
국·공유림 경영 지원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안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먼저 우리보다 산촌과 산림경
영 문제를 먼저 겪으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 온 외국 사례에서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일본은 고향납세와 산림환경세제 도입을 통해 지자체 재원과
산촌 산림경영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유림뿐
만 아니라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고향납세 제도는 도시 생활자가 주민세의 10% 정도

를 고향 지자체에 전하고 개인주민세가 일부 공제되는 제도이다. 앞서
2004년 삼위일체 개혁을 통해 1) 국가에서 지방으로 보조금 삭감, 2) 지방

교부세 교부금 삭감, 3) 국가에서 지방으로 세원 이양이 진행되면서 지방
재정이 악화되었다. 이에 2007년부터 주민세 일부를 현재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납부하거나 지자체에 기부금을 주민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제도
가 고안되었고, 2008년 고향납세가 확정되었다.57
<표 5-2> 일본의 ‘새로운 산림관리시스템’의 4대 원칙
1.
2.
3.
4.

사유림 산림소유자의 산림경영 책임을 명확화
산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산림경영이 어려울 경우 시정촌에 권한 위임
경제림의 경우 시정촌이 임업경영자에게 산림사업 실시 위탁
비경제림의 경우 시정촌이 공적책임으로 관리

자료: 일본 위탁 연구(배민식 박사) 바탕으로 작성.

일본은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산촌에서 사유림 경영을 담당할 담
당자와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독자적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커짐
57

2018. 5. 연구진 일본출장 조사내용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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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산림재해 저감, 산림자원산업화 촉진 등
을 위한 산림분야 세제, 산림환경세를 2017년 신설하였다. 2003년 고치현
을 시작으로 자발적 조례로 산림세 도입이 시도되어 2016년까지 총 47개
광역지자체 중 37개가 동참하는 과정을 거쳐 14년 만에 법제화가 실현되
었다. 납세의무자의 주민세 중 1인당 1천 엔을 분리하여 600억 엔 규모의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지자체에 산림경영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초
지자체인 시정촌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현장에서 산림경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임야청)는 지자체 사유림에 적용할 ‘새로
운 삼림관리시스템’을 법제화하여 2019년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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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산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림 산림자
원의 지속적인 이용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
가 확대에 의한 임업경영의 활성화 방안과 산촌지역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이용·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산촌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산촌진
흥정책의 한계점과 산촌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를 제시하였다. 산촌지역은
2017년 노인비율이 30%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인구도 계속 감

소하고 있다. 지금의 감소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2050년경이 되면 산촌인구
가 2016년의 142만 명에서 82만 명으로 42%가 줄고, 산촌의 80%가 소멸
할 위험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촌에 거주하는 임가의 소득은 국민
소득의 64%(2017년 기준) 수준이며 임가는 임업활동을 통한 임업소득보다
는 임업외소득에 대한 소득 의존도가 높다(임업소득의존도 33%). 또한 경
제활동에 의하지 않은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26.3%로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높다.
정부는 산촌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산촌진흥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321개의 산촌에
시행된 산촌생태마을사업의 평가결과(100점 만점) 80점 이상 22.4%, 60∼
80점 53.5%, 60점 미만 24%로 나타났다. 마을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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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사업 관리도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더 부재, 마을 인력
부족, 주민 갈등, 사업시행의 획일성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산촌마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를 조사한 결과 마을주민들은 인적자원
과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현장 공무원도 주민참여와 마을
응집력을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였다. 필요한 정책분야로는 마을주민과 현
장 공무원 모두 재정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사유림 현황과 소유형태 분석을 통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
를 알아보았다. 먼저 사유림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1ha 미만의 영세규모 산
주가 전체의 66.6%(2016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재 산주의 비율이
55%이다. 산주의 70%가 산림경영보다는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산을 보유

하고 있다. 이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산주의 52.3%가 이용이 매우 제한적인
관리 또는 개발제한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27.3%만이 농림지역에 해당
하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산촌의 사유림 경영 활성화가 어려운 만큼 산
촌에서 접근성이 좋고, 경제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국·공유림의 중요도는
더 높아진다.
제3장에서는 먼저 산촌이 국·공유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였
다. 국·공유림 이용제도에는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무상양여, 치유의 숲, 공동산림사업, 공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 등
이 있으며, 이 중에서 개인 및 마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한 사업은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와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 공유림 사용
허가 및 대부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중심으로 이용현황을 파악하였다.
국유림 대부의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산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용도(임업소득용, 농경용, 목축용, 기타용)는 전체 대부면적의 14.6%
에 해당하는 3,059ha(대부가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의 5.1%)이다. 보전국유
림 사용허가의 용도별 면적을 보면 전체 사용허가 면적의 0.06%에 해당하
는 1,278ha(보전국유림의 0.1%) 사용허가가 산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용도이다. 면적으로 보나 비율로 보나 국유림 대부와 사용허가 모
두 현재까지는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한 수준이다. 국유림 무
상양여를 받고 있는 마을 수는 855개(2017년 기준)이지만 면적은 179,49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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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임산물 소득은 5,410백만 원에 불과하다. 사정은 공유림도 마찬가지여
서 산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용도의 면적이 사용허가 3,949ha,
대부 187ha 수준이다. 무상양여는 마을 수 69개, 면적 16,789ha, 임산물 소
득은 453백만 원 수준이다. 산촌의 이용을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와 대부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공유림을 신규로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을 제한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산촌경제 활성화
를 위한 국·공유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의 이용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
하며 먼저 문제점 파악을 위해 산촌주민과 현장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조
사를 실시하였다. 산촌주민과 현장공무원 모두 보다 많은 국·공유림 이용
기회가 산촌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문제점으로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과 제한된 허용행위가 먼저 제기되었다. 어디가 재배 적지인지 알
기 어렵고, 국유림경영계획에 의해 이용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허가기간, 이용료, 이용면적 등도 지적되었으며 산촌
과 관련해서 마을 내 갈등과 고령화와 인력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
두되었다.
제4장에서는 먼저 산촌의 산림자원 활용방식을 유형화하였다. 산촌이 이
용 가능한 산림자원 활용 유형에는 생산형, 산림서비스 제공형, 다원적 기
능형이 있지만 실제로 국·공유림을 이용한 사례는 생산형과 산림서비스 제
공형 범주만 있는 상황이어서 사례조사도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실시하
였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의 8대전략 중 산림자원 및 산지관리체
계 고도화와 임업인 소득안정 및 산촌활성화에서 국·공유림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의 중요성이 재천명되었다. 지속가능한 이용에서 핵심은 이용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이다. 수익성이 낮더라도 사회적 균형 측면에서 이용 활
동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근거 마련을 위해 돌봄경제이론과 사회적 경제를
검토하였다. 두 이론은 돌봄경제 영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 불이익계층의
포용과 공동체 이익 추구라는 차원에서 산촌주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생산영역(산림)을 돌보는 점에서 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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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을 이용한 산촌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돌봄경제의 실천원
리와 사회적 경제의 원칙을 종합하여 산촌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이용의
비전을 “산촌주민(구성원) 간 상호 협력하며 국·공유림을 지속가능하게 이
용하여(시장경제 영역에서 돌보면서) 산촌(돌봄경제 영역)의 활성화(재생)
와 산촌 주민의 좋은 삶을 지향”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한 개념틀과 조사내용을 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개념틀은
Ostrom(2005)의 제도 분석틀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주요 구성요소는 물리

적 조건(산촌, 산림자원), 규칙적 속성(정책내용), 참여자(리더십, 주민참
여), 행위상황(집행체제, 조직간 상호작용)이다. 조사는 마을 대표, 주민, 국
유림관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념틀에 맞추어 산촌자원,
참여자, 제도 집행 및 조직간 상호작용, 산촌경제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각
각 조사하였다. 제도 집행 및 상호작용은 Ostrom(1990)의 공유자원의 이용
원칙을 적용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마을별로 비교하였다. 산촌경제 활성
화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 정도에 대한 마을 주민
의 인식조사 결과 소득만족도(응답자 64% 불만족)는 낮게 나타난 반면에
생활비 절감 만족도(응답자 56% 만족)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
적 활성화는 주인의식(응답자 70%), 공동체 의식(응답자 70%), 주민단합
(응답자 85%) 모두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적 성과가 경제적 성과

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앞으로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
업 평가나 사업설계에서 감안해야 할 내용이다.
사례조사 결과분석에서는 산촌의 물리적 조건과 참여자 속성을 합쳐 산
촌역량으로 해석하고 이를 방사형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마을별로 비교
하였다. 제도부분은 Ostrom(1990)의 이용원칙이 얼마나 지켜졌는지에 대
해 방사형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마을사례 비교는 우수사례
6개 마을과 미흡사례 2개 마을 비교 형태로 이루어졌다. 산촌역량 8개 평

가영역 모두에서 우수사례가 미흡사례보다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산
촌마을 속성상 경관·문화자원은 8개 사례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전반
적으로 리더십이 뛰어날수록 주민 유대관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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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과 공동체요소(리더십, 마을조직, 주민관계)가 물리적 요소(마을자산,
시설 및 인프라, 자원)보다 성과측면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제도부분에서는 6개 우수사례 모두 명확한 경계(D1),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D2), 집합적 선택장치 참여(D3), 감시활동(D4) 조건을 충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례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은 점증적 제재
(D5)는 산촌의 인력부족 현실과 현재의 느슨한 운영방식에서는 충족을 기

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되며, 갈등해결장치(D6)에서 외부 관련기관
과의 협의체 구성, 운영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외부갈등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D7)은 필요하다
고 생각하며 점차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행위제한 등은 줄여가면서 장기적
으로 Bottom-up 방식의 제도 도입 검토도 적절해 보인다. 중층 사업단위
정합성(D8)은 사업의 규모화, 다각화를 통한 성과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일본의 산림테라피기지(치유의 숲)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점차 국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산촌의 서비스제공형
국·공유림 이용제도를 먼저 시작한 일본의 산림테라피기지 사례를 조사하
였다. 일본은 ｢산림테라피｣를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산촌마을 활성
화, 지역만들기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숙박, 참여 프로그램,
먹거리 제공 등으로 산림테라피 사업내용을 다양화 하고, 이러한 사업에
민간(지역주민)이 숙박제공, 판매(특산품, 수공예품, 제철 음식 등), 프로그
램 가이드(트레이너, 안내, 프로그램진행자) 등의 형태로 참여하여 소득창
출과 마을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구의 과소화
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산촌 현실에서 처음부터 지역주민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일본, 한국 모두의 현실이다. 시작단
계에는 행정기관, 이후 민관협의체, 제3섹터(재단법인, 사단법인)로 점차
이양되어 전문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안내인과 숙박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교육, 인증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인데, 수요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다른 지역과
의 차별화를 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산림테라피｣를 통해 마을

106 요약 및 결론

주민의 외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점은 마을에 또 다른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산촌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이용의 비전을 토대로 4대 추
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추진방향 각각에 대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정책과
제 중 국내외에 유사한 제도 운영사례가 있고 제도적 도입이 비교적 빠른
시기에 가능한 부분에 대해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촌의 국·공유림의 이용 비전의 달성을 위해서는 이용제도, 제도 시행,
참여자 역량의 업그레이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아울러 산촌의 국·공유
림 이용(관리)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사회적 돌봄경제(사회적 경제) 실
천이 필요하다. 이에 기본 방향을 이용확대와 효과제고를 위한 국·공유림
이용제도 개선,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원활한
제도 시행과 효과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산촌의 지속가능한 국·공유림
이용·관리를 위한 돌봄경제(사회적 경제) 실천으로 설정하였다.
국유림 이용사업에 마을기업 참여 확대를 실천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였
다. 현재는 공동산림사업을 포함한 국유림 이용제도의 사업수행 주체가 정
부, 산림조합, 정부 출자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협약자와 실
제 임산물 재배자가 달라 사업이 경영 부실이나 관리 미흡으로 이어질 공
산이 크다. 다행히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8년부터 마을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
책변화라고 생각되며 향후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국유림 이용제도에
도 적용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실천방안으로 국유림 대부 산지 선정 방식의 변경을 제시하였다. 현재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국유림을 지정하여 대부사업을 신청하면 정부 담당자
가 국유림 경영계획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방식이다. 이용 목적에 맞는 대부가 가능
한 국유림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이 중에서 원하는 국유림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지방단위에서 동부지방산림청이 2018년부터 시
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관할 국유림관리소의 협조로 경영계획이 없고 숲
가꾸기가 끝난 국유림 중에서 임산물 재배에 적절한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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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시범사업 공고와 신청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산촌의 국유림 이
용확대와 이용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사업면적을 확대하고, 다른 지방산림
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천방안으로 산지재배 임산물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중
앙 또는 지자체단위에서 산촌주민이 국·공유림에서 생산한 임산물(임산가
공품), 서비스 제공형의 산촌 숙박시설이나 산림치유 안내인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산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산촌
주민의 능력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통한 산촌의 사회적 활성화를 기대한
다.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품질평가 시스템
이 먼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는 힐링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치유밥상(차롱도시락)을 음식물로는 유
일하게 판매하고 있다. 나가노현 시나노마치, 도쿄도 오쿠타마마치를 포함
하여 일본 63개 산림테라피기지의 대부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이 운영하는 치유숙소(잠자리, 식사, 입용, 서비스)와 일정교육을 이수
해야 하는 산림치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귀산촌 멘토링 및 지원제도 도입을 실천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마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리더와 함께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청장년층
이 마을에 많아야하며 산촌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 청장년층의 귀산촌이 절
실하다. 귀산촌 준비기부터 초기 정착기에 걸친 가이드와 정착지원 프로그
램이 있어야 젊은 인력의 산촌 유입이 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귀농희망자의 준비 및 초기정착을 도와주는 귀농닥터, 체류형농
업창업지원센터사업,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일
본에서도 우리나라의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과 유사한 농업차세대인
재투자자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임업분야에서도 농업분야의 지원
사업을 이어받아 현 단위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임업담당자기금(임업취업
촉진자금)을 조성하여 정착초기의 생활비 지원, 임업회사의 청년임업인 고
용 인건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외 농림업 분야의 지원제도를 참고
하고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임업분야에 수정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을사업 운영조직 전문화와 사업 다각화를 실천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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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단위 사업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려면 단위 사업들을 연계하고, 전문
화된 민간운영조직을 육성하여 연합사업을 잘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산림테라피기지 운영주체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업 초기에는
민간의 비즈니스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도하여 사업을 하다
가 점차 교육과 인력보강 등을 통해 민간 운영조직 기반이 갖추어지면 운영
주체가 재단법인으로, 다음에는 독립적 사단법인으로 각각 변천하였다. 사
업영역도 지자체업무 대행 등을 통해 치유의 숲 운영과 직접 관련한 분야뿐
만 아니라 시설관리, 주민교육, 여행사, 농산물판매장, 트레킹 등으로 확대
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통한 경영안정과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산촌과의 교류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증진을 실천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
였다. 산촌의 국유림 이용을 지속가능하려면 도회지 마을, 기업 등과 자매
결연, 제휴 등을 통해 후원자 기반을 확보와 함께 산촌의 마을사업에 대한
수요자 pool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제도변화에 따라 기업
복지 차원에서 치유의 숲과 제휴하는 기업이 증가하였다. 또한 돌봄경제
(사회적 경제) 실천을 위해 2003년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범부처적으로 농

산어촌 공생·교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산촌경제활동에 지속적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실천방안으로 제시하
였다.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관리가 가지는 외부성과 사회적 균형발전을
위한 산촌유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산촌의 지속적 국·공유림 이용·관
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이다. 일본에서는 지방, 산촌과 산림경영 지원 자금 마련을 위해 고향납세
제도와 산림환경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둘 모두 도시민의 주민세 일부를
떼어 기초지자체(시정촌)의 재정 또는 사유림 경영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
는 제도이며, 지방재정의 악화문제 해결과 함께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온
실가스 감축, 숲의 수확기 도래, 산림경영 인재 부족 등)하에서 농산촌 지
역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산림환경세 도입과 함께 ‘새로운 산림관리
시스템’이 법제화됨에 따라서 산림경영의 책임성이 지자체와 산주 모두에
게 더욱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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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산촌은 도시나 농촌지역보다도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빠르게 진
행됨에 따라 마을의 축소 내지는 공동화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적
으로도 소득수준이나 소득원 구성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촌지역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
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유림을 비롯한 산촌의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
게 잘 이용하여 산촌의 미래를 바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사유림 경영 활성화 노력은 정책지원과 맞물려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작은 산림경영 규모, 자산증식 목적의 산림 소유, 대다수의 부재산주, 조건
불리에 따른 낮은 경제성 등의 문제로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한편 국유림
은 현재까지 보존 및 관리 위주로 민간(지역) 차원에서 이용이 거의 허용
되지 않았고, 설사 허용되더라도 이용에 많은 제한이 많아 산촌경제 활성
화에 기여하는 부분은 적었다.
최근 들어 산림의 다원적 기능, 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강조되면서
사유림의 이용 한계를 고려할 때 산촌마을에서 접근성이 좋고 경제성도 사
유림에 비해 우월한 국유림의 이용·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산림청)도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을 통해 국·공유림 경영에
서 지속가능한 이용의 중요성을 재천명하였다. 기존의 산촌개발사업 등 산
촌 활성화 노력에 국유림 이용이 더해질 수 있다면 산촌에 긍정적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확대에 의한 임업경영의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촌지역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 방법과 이를 통해 산촌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산촌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도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촌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을 함께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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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이론과 분석틀 그리고 분석방법 간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차
별성이 있다. 산촌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의 실현을 위한 이론적 기
반 하에서 분석방법으로 Ostrom의 IAD 분석틀과 지속가능한 공유자원 이
용 원칙 8D 조건을 적용하여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 방
안을 이용제도, 시행체계, 산촌역량, 돌봄경제(사회적 경제) 실천으로 구분
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산촌경제 활성화가 가지는 의미와 산촌의 산지이용이 가지는 특수성을
돌봄경제 이론(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고려할 때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
의 목표 설정은 연구에서 제시한 ‘산촌주민 간 상호협력하고, 국·공유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여, 산촌의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지향’과 같은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제5장에서 4개의 기본방향별로 제시하였던 정책과제를 산촌의 국·
공유림 이용과 관련한 주체(중앙정부, 산촌주민, 국유림관리소, 지자체)별
로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공유림 이용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는 허용되는 임산물의 범위 확대, 허가 면적의 규모 확대, 새로운
이용 목적 포함, 허용 경제활동 범위 확대, 국유림 접근성 증대에 관한 내
용을 산촌주민과 국유림관리소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유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용을 위한 신청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목적에 맞는 국유림 정보가 이용을 희망하는
산촌주민(마을기업)에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국유림관리소와 함께 모색해
야 할 것이다. 산촌주민이 생산한 임산물(임산가공품)과 산림서비스에 대
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산
림관리 교육과 이용규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현장 현실을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
도록 제도와 정부사업을 유연하게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산촌주민은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국유림 조건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국유림관리소에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인증제도가 시행
되면 요구되는 상품, 서비스 품질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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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국유림 이용·관리를 제도에 맞게 해나
가야 할 것이다. 국유림관리소는 산촌주민의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중
앙정부에 잘 전달하고, 이용 가능한 국유림 정보를 산촌주민에게 잘 전달
하며, 인증제도 모니터링, 규칙준수 모니터링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
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증
제도, 산림관리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추진주체(마을)의 역량 강화’을 위해 중앙정부는 마을 대표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산촌에 리더 후보 유치와 도회지의 능력 있는 청장년
층의 산촌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마을이 마을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성 있는 조직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추어 마을 연합사업 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산촌주민은 외부에서 마을사업 운영자를 유치하거나 마을에 귀산
촌인이 있는 경우 그들이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
다. 마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 운영조직과 상생구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을조직의 전문성은 구성원의 전문성
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 각자가 사업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유림관리소는 중앙정부, 지자체와 함께 지역마을대표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새로운 마을
리더, 귀산촌인이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을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요구사항을 광역지자
체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사업조직이 전문성을 가
지기 전까지는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원활한 제도 시행과 효과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는

산촌주민과 국유림관리소(지자체) 사이에서 중간지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지원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을과 MOU 등을 체결하고 마을
사업을 이용하거나 후원하는 기업,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산촌주민은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외
부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유
림관리소도 우선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고, 다른 국유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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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관과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간지원 전문가가 있는 경우
이들과 협조하여 마을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국유림을 이용
하는 산촌마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
다. 마을사업들이 서로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내 부서 간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예: 완주군청의 경우 산림축산과, 농업농촌식품과,
일자리경제과가 해당함). 마을, 기업, 단체 등을 알선하면서 마을이 외부와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산촌의 지속가능한 국·공유림 이용·관리를 위한 돌봄경제(사회적 경제)

실천’을 위해 중앙정부는 산촌의 사회적 활성화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산촌마을 사업성과 평가 기준 등에서 사회적 활성화에 대한 부분
을 더욱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국·공유림 이용제도를 설계할 때도 초점을
이윤에 두기보다는 마을활력증진, 마을복지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 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 등을 국회, 관련부처 등과 협
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촌주민은 마을 리더와 같이 마을사업을 공동체
의식 증진, 주민 단합,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이다. 국유림관리소는 마을주민이 국유림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을 주민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함께
국·공유림 이용을 포함한 산촌마을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공유림 정비 등을 국유
림관리소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촌은 자연보전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돌봄경제 영역으로서의 가치, 사회적 경제 실현의 가치
를 가지며 이 점을 중앙정부, 산촌주민, 국·공유림 관리기관, 지자체 모두
인식하고,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을 포함한 마을사업에서 이런 가치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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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

산촌과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에 대한 관점
1.1. 국·공유림 이용에 대한 임정 방향
우리나라 임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산림기본계획은 1970년대 초
반부터 현재까지 6차례 수립되었는데, 각 시기별 임정의 중점 및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정책적 중점 전환과 함께 산림의 보존 및 이용에 대한
기본방향도 바뀌어 왔다.
현재 시행 중인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은 20년간의 장기계획으
로 다음과 같은 8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산림청 2018: 42). ①
산림자원 및 산지 관리체계 고도화, ② 산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③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촌 활성화, ④ 일상 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⑤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증진, ⑥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으로 국민안전 실현
⑦ 국제산림협력 주도 및 한반도 산림녹화 완성, ⑧ 산림정책 기반 구축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 방안’
과 관련된 내용은 첫 번째 전략인 ‘산림자원 및 산지 관리체계 고도화’와
세 번째 전략인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촌 활성화’에 포함되어 있다.
‘산림자원 및 산지 관리체계 고도화’ 전략에서는 임정의 방향이 기존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 이행에 2015
년 UN이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연계하는 형태로 수정되었다. 산림경영 및 산지이용과 관련해서

는 기존의 국유림 중심 산림경영을 국유림과 사유림을 통합하는 경영으로
중점을 이동하였고, 국유림 경영이 공‧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경영이 되
게 계획을 수립하였다.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촌 활성화’ 전략에서는 산촌의 사회적 경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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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체계 구축을 통한 산촌활력 제고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전
략의 주된 대상은 사유림이지만, 국·공유림에 대해서도 귀산촌인을 위한
산촌특구를 조성하여 산촌정착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 등을 설계하고 있다.
요약하면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서 국·공유림의 경영은 기존의 보존관리
중심에서 이용 중심, 특히 지속가능한 이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공유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뒷받침하는 이론과 이를 가능하게 하
는 실천 원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2. 산촌의 국·공유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이론 검토 및
실천 원칙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
속가능성 이론을 탐구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서 핵심은 ‘이용’
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이용은 수익성이 없거
나 낮더라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야 이유(논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교환가치로 표현되는 화폐적 수익이 낮더라도 사회나 국민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용 및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한 이론으
로 먼저 돌봄경제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이론과 일정한 선에서 연관관계를
갖는 사회적 경제가 지속가능한 이용의 실천적 형태로 등장한다.
가. 돌봄경제(Vorsorgendes Wirtschaften)58

경제‧사회‧자연 간의 실제 관계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생산영역
이외에 자연의 재생산 영역이 존재하고 여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58

Vorsorgendes Wirtschaften의 정확한 번역은 ‘사전적으로 돌보는 경제’인데, 사
전적으로 돌봄을 실천하는 경제를 의미함. ‘돌보는 행동경제’로도 번역할 수
있음.

부록 115

인간의 생산영역에도 취업노동 중심으로 구성된 시장경제 이외에 돌봄활
동으로 이루어진 돌봄경제 영역이 있으며, 이 영역 안의 활동에 대한 가치
가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부도 1-1> 돌봄경제이론 관점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자료: Biesecker(2010a)에서 재구성.

새로운 경제‧사회‧자연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분리체계로
구성된 시장경제의 편파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 다시 말해, 돌봄활동과 자
연의 재생산활동이 확산되고 그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이윤극대라는
경제적 합리성과 다른 실천적 합리성에 의해) 돌봄경제가 시장경제의 다른
축으로서 균형을 잡아주어야 한다.
돌봄경제의 사회적 실천은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와 돌
봄경제 간에 균형을 이루는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돌
봄경제의 실천원리(후술하는 행위원칙)가 돌봄경제 영역에 도입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며, 다음으로 시장경제 영역에도 이 원리가 전파되어
시장경제의 원리가 전체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원리로 전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iesecker 2010b).
돌봄경제의 실천원리는 ① 돌봄(Vorsorge), ② 협동(Kooperation), ③ 생
활필수 지향(Orientierung am Lebensnotwendigen)의 세 가지 행위원칙이다
(Biesecker 2000: 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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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 즉 민간부문도
공공부문도 아닌 제3섹터로 대표되는 조직들의 경제행위를 통칭하는데, 지
속가능한 발전, 기회의 균등, 불이익계층의 포용 등 사회적 목적을 갖고 경
제활동을 하는 시민사회조직의 행위가 모두 해당한다(주성수 2010: 2830). 협의 개념의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

기 위한 화폐적‧비화폐적 자원을 생산-교환-분배-소비하는 경제활동 방식
이 된다(황영모 2012).
사회적 경제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항목이 제시된다(Defourny
et al. 1999: 16). 이윤에 앞서 조직의 구성원이나 커뮤니티에 대한 서비스

우선, 자율적 운영,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수익의 배분에서 자본보다 사람
과 노동에 우선권 부여이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활동 현장에서 나타나는 (조직)형태에 따라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농업 등으로 분화된다.60 사회적 협동조합
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
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1980년대 이후 정부 지원만으로 사
회복지 수행에 한계를 느낀 비영리단체들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생겨났다(황영모 2012: 11). 사회적 농
59

60

‘돌봄’은 공간적, 시간적, 자연적,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이자 동시에 그
런 여건상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돌아보고 그런 (자연)
환경을 돌보는 형태로 행위하는 것을 말함(돌봄실천경제의 기본방향). ‘협동’은
목표지향적이 아니라 과정지향적인 행위로서 상호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
호협력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함(방법론적 행위원칙). ‘생활필수적인
것에 대한 지향’은 시장에서 재화의 구매를 통해 충족하는 주관적인 선호의 만
족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것에 대한 구비를 의미함(기준으로서 행위
원칙).
농업분야에서는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기업 등의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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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사회적 경제가 농업부문에서 이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김
정섭 외(2017)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으로 정의내린 바 있다(김정섭 외 2017: 8).
다.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이론적 함의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서 국·공유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강조되고 있다.
국·공유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익성이 낮더
라도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 정책과 이용 활동의 지속을 위한 지원이 유
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며, 돌봄경제와 사
회적 경제에 이론적 함의가 있다.
국·공유림 이용을 포함한 산촌의 경제활동은 생산성(경제성)이 상대적으
로 떨어지지만 시장경제 영역에 대한 긍정적 역할과 사회적 균형(불이익계
층의 포용)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산촌은 돌봄경제 영역에 해당하며 산촌
의 국·공유림을 이용한 경제활동은 사회적 경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돌봄경제의 “실천원리”와 사회적 경제의 “원칙”은 국·공유림을 지속가능
하게 이용하는 산촌 조직 및 경제활동의 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천하
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직체계 및 운영지침을 갖추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이
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할 것이다.
돌봄경제 영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 불이익계층의 포용과 공동체 이익
추구라는 차원에서 산촌과 산촌주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시활동 등을 통해 재생산영역(산림)을 돌
보는 점에서 산촌의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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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국내 산촌마을의 국·공유림 활용 사례
◇ 조사 대상지
관할 지역
동부지방
산림청
서부지방
산림청

북부지방
산림청

산림청

조사대상지

산림자원 활용 유형

평창
국유림관리소

평창 장전리

임산물 생산

정읍
국유림관리소

장성 신성2리 별내리마을

임산물 생산
휴양 및 관광

함양
국유림관리소

하동 대성리 베어빌리지

임산물 생산
휴양 및 관광

춘천
국유림관리소

화천 유촌리

임산물 생산
재생에너지 및 목재 연료
자연보전 및 환경증진
(기후변화 완화)

인제
국유림관리소

인제 원대리

임산물 생산
휴양 및 관광
산림교육을 통한 사회적 통합(숲해설 프로그램)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서귀포 호근동

휴양 및 관광
산림교육을 통한 사회적 통합(숲해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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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1.1. 개요
가. 마을 소개 및 특성
2015년 기준 장전리는 28가구, 41명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65세 이

상 고령인구는 9명으로 인구의 22%가 고령인구에 해당한다. 귀촌가구는 1
가구로 거의 없으며, 장전계곡, 막동계곡, 가리왕산, 두타산 등 마을 주변
에 경관자원이 풍부하다.61
평창군은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185억 원의 신규사업 국비를 확보하여 대화면 종합정비사업, 진부면 종합

정비사업, 동부오리권역 종합정비사업, 장전리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을 각
각 추진하였고, 장전리는 이 사업을 통해 ㈜산야초마을 발효센터를 설립하
고, 된장, 발효액, 장아찌 등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마을 소유의 땅이나 건물은 없다. 개인 또
는 단체 찬조금(국유임산물 양여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찬조를 독려하지만
비의무적임), 마을 소득사업(장전계곡의 환경미화를 하는 주민에게 군청에
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기부)으로 마련된 마을기금은
연간 마을행사(풀베기날 1회, 어버이날 1회, 성황당 제사 2회) 비용과 겨울
철 제설작업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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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리 및 운영조직
가. 조직 구성

마을 조직은 운영위원회, 부녀회가 있으며, 7명(이장 1명, 지도자 1명, 반
장 1명, 부녀회장 1명, 전직 이장 3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
어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가구 중 10가구가 산채작목반, 고로쇠
작목반에 참여하고 있으며, 작목반을 중심으로 2006년부터 국유림보호협
약 및 임산물 양여제도와 산림복합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2012년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유) 산야초마을은 가공·판매 등 마을 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유) 청송(대표이사
1명, 공동대표 1명)은 임산물 재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국유림관리사

무소에 국유림 대부 사업을 신청한 상태이다.
나. 구성원의 의무와 권리, 의사결정 구조

과거에는 국유림 이용과 관련한 사업 내용(국유임산물 양여료 납부, 채취
권한 부여, 양여 소득의 분배 등)이 개인(계약자) 위주로 결정되었으나 올해
(2018년)부터는 마을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마을 회의를 통해

잣, 고로쇠 채취자를 다시 선정할 계획이고, 마을발전기금 납부 등의 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았던 채취자도 앞으로는 국유림 이용 소득의 일정부분을 마
을기금으로 기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을회의는 1달에 1회 이상 개최되며,
이장 임기는 2년으로 임원선출은 지원자가 출마하고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보호협약 참여자는 산림보호활동(불법산림훼손 및 산불예방 순찰)에 대
한 의무를 수행하고, 평창 국유림관리소에 사진과 함께 보호활동일지를 보
고해야 하고, 임산물 양여자는 양여 임산물 생산량을 관리소에 보고해야
한다. 산림보호활동은 주로 이장과 임산물 양여자(잣, 고로쇠, 산마늘)가
수행하고 있으며, 관리소는 이들에게 산림보호순찰증과 국유림 출입 열쇠
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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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원 관리 및 운영
가. 자원의 범위 및 이용
2015년 기준 평창군의 산림면적은 11만 9,406ha로 평창군 전체 면적의
81.6%를 차지하며, 산림면적 중 57.8%는 국유림(6만 9,015ha), 9.5%는 공

유림(1만 1,331ha), 32.7%는 사유림(3만 9,060ha)으로 이루어져 있다.62 중
왕산과 가리왕산 주변에 위치한 장전리의 산림면적은 2,442ha로 마을 전체
면적의 98%가 산림이며, 대부분이 국유림이다.63
국유림보호협약은 기존에 작목반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년 마을
대표가 바뀌면서 주계약자가 마을로 변경되었고, 평창 국유림관리소의 새
로운 국유림 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경계가 제외되면서
보호협약 면적이 1,886ha로 축소되었다.
국유림 내 조림지 환경개선사업을 실행하여 유용 임산자원을 증식시키
는 취지의 산림복합경영사업을 위해 평창국유림관리소와 가리왕산산채증
식작목반 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산림복합경영 모델림은 국유림보호협약
대상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여제도와 마찬가지로 복합경영을 통한 임
산물 생산량의 10%를 양여료로 관리소에 납부해야 한다.
산림청의 산림복합경영사업 중지로 인해 신규사업 신청과 사업기간 갱
신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 종료기간인 2021년 이후에는 사업 연장이 불
가능한 상황이다. 산림복합경영 모델림에서 재배하던 산마늘을 증식하기
위해 2017년 대부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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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 장전리 국유림 이용제도별 참여 현황
이용제도

사업 면적

사업 기간

계약 대상

사업 내용

국유림 보호협약

2,399ha → 1,886ha
(산림유전자보호구역
경계 제외)

2006-2011
2011-2016
2016-2021

장전리

임산물 양여

산나물 1,886ha
잣 66ha
산마늘 1ha
고로쇠수액 23.8ha

매년 채취
시기 전

산나물: 장전리
산나물(참나물, 취나물),
잣: 잣 작목반
산마늘, 잣, 고로쇠
산마늘: 가리왕산 산채증식작목반
수액 채취
고로쇠: 고로쇠작목반

산림복합경영

2ha

2006-2011
2011-2016
2016-2021

가리왕산 산채증식작목반

산나물(산마늘) 재배로
주민 소득 증대 도모

대부

5ha

2017년 신청,
심의 중

농업회사법인 청송

산마늘 증식

산불 감시, 불법채취
단속, 환경 정화 등

자료: 평창군국유림관리소 담당자 및 마을 대표 면담을 통해 직접 작성.

<부도 2-1> 장전리 산림복합경영 모델림과 국유림 보호협약

장전리 산림복합경영지 위치

장전리 산림복합경영지 위치

산림복합경영지(산마늘 재배 후)

국유림보호협약 산림보호순찰증

자료: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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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은 국유림 내 산나물을 채취하여 생활비를 절감하고, 소득을
증대하고 있다. 참나물과 취나물 채취를 통해 약 230만 원의 생활비를 절
감하고 있으며 산마늘, 잣, 고로쇠수액 채취로 1,960만 원의 판매수입을 거
두어 마을에서는 총 2,2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산림복합경영
을 통해 생산·가공한 산마늘 판매소득은 연간 6,000만 원 수준이다.
<부표 2-2> 장전리 국유임산물 양여 실적(2017년 기준)
단위: 원
채취자 수입

국가 납입분

합계

참나물

1,283,400

142,600

1,426,000

취나물

1,093,500

121,500

1,215,000

산마늘

4,050,000

450,000

4,500,000

잣

7,305,390

811,700

8,117,090

고로쇠수액
합계

8,312,840

923,640

9,236,480

22,045,130

2,449,440

24,494,570

자료: 동부지방산림청(2018). 뺷임산물재배단지 시범조성사업 추진계획서뺸.

나. 수익배분 및 비용분담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산나물(참나물, 취나물) 채취가 가능하며, 산나
물 채취 양여료는 마을기금으로 납부하고 추가적인 개인 부담은 없다. 잣,
고로쇠 채취자는 채취비용(시설, 인건비), 보험료, 양여료(생산액의 10%를
국유림관리소에 납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 국·공유림 이용 문제점 및 산촌활성화 관련 의견

산림복합경영사업의 중단으로 복합경영 사업대상지에서 사업 연장이 불
가능하게 되어 이를 국유임산물 양여 형태로 변경하는 경우 산채재배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다만 채취만 가능하게 된다.
산림복합경영 운영 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임대계약서 발급이 불가능하
고, 임간재배 임산물에 대한 인증제도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수출 등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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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업의 확대 및 연계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지리적 표시제, 친환경농
산물 인증의 확대 적용 또는 별도의 임간재배 임산물 인증이 필요하다.
대부사업 신청 시 사업이 가능한 국유림 적지를 찾기 위한 측량, 서류 준
비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신청 후에도 현장 검사 등으로 인해 사업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기간도 길다.

2. 전남 장성군 신성2리 별내리마을
2.1. 개요
가. 마을 소개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별내리마을은 기존에 남창마을에서 2014년 1월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 명칭을 변경하였다. 법정리로는 신성2리이고, 북하
면에 행정리 상 별내리마을과 가인마을 총 2개 마을이 있다.
별내리마을은 총 27가구, 67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실 거주자는 40여명
정도이다. 40~50대가 많아 다른 산촌마을에 비해 젊은 층이 두터운 편이
다. 주민들 대부분 숙박이나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 평균 500
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주요 생산품으로 대봉과 곶감, 고로쇠가 있으며, 홍시고추장, 고로쇠 된
장, 고로쇠 막걸리 등 마을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주민소득을 얻고 있다.
마을 주변에 있는 백양사, 도유림, 전남대학교 수련원 국유림의 고로쇠 수
액 채취를 통한 소득 창출이 가장 크다.
나. 특성

산촌생태마을체험센터는 2010년 산촌생태마을사업을 통해 16억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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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로 지어졌고, 체험본관, 마을 공동작업장, 목교를 가지고 있으며,
체험 본관에는 객실 5개, 세미나실 1개, 영상강의실 1개가 있다. 마을 산의
지명인 ‘첨성대’를 모티브로 하여 천문체험을 주 체험테마로 선정하고, 체
험센터에 관측용 망원경 3기, 돔 1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생태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백양사, 입암산성, 장성호, 남창계곡 등 인근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도예체험과 숲 체험, 별 관찰, 물놀이 체험을 실시하
고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산촌생태마을사업을 통한 체험활동 홍보로
마을이 많이 알려지고, 방문하는 관광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도 2-2> 별내리마을 체험센터 및 남창고로쇠영농법인 시설

별내리마을 체험관

도예체험

별자리 관측

남창고로쇠영농법인 판매장

자료: 별내리마을 홈페이지(www.jsstar.or.kr: 2018. 7. 18.) 및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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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리 및 운영조직
가. 조직 구성

마을을 중심으로 조직구성은 크게 마을의 리더 역할을 하는 장성남창계
곡영농조합법인(산촌생태마을체험센터)과 마을 주민들의 주 소득원인 남
창고로쇠영농법인, 전남대학교 수련원 부지를 영구임대 해주고 있는 전남
대학교 장성 학술림, 국유림관리소가 있다.
장성남창계곡영농조합법인은 2013년 산촌생태마을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균등한 배분을 위해 13명이 모여 설립되었다. 장성남창계곡영농
조합법인 대표는 2013년 7월에 지인의 소개로 산촌생태마을 체험센터 숙
박 업무를 맡으면서 정착하였고, 산촌생태마을 대표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을 겸직하고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은 현재 마을 이장이 맡
고 있다.
남창고로쇠영농법인은 2010년 법인을 설립하고, 2016년 산림소득지원사
업을 통한 유통센터 시설 완비에 따라 체계적인 채취와 판매, 수익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회원은 8명이고, 1인당 출자 금액은 1,000만 원이다. 연
간 고로쇠 10만 9,000리터 정도 생산하며 이를 통한 매출액이 약 3억 원
규모이다. 고로쇠수액 이외에도 고로쇠 막걸리, 고로쇠로 만든 간장과 된
장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 방식은 농협 하나로마트 60%, 직거래 40%이다.
현재까지는 정읍, 고창, 장성, 광주, 나주, 목포의 하나로마트와 거래를 하
고 있지만 전국판매로 확대할 예정이다. 옆 마을과 격년제로 고로쇠 축제
를 실시하며, 축제시기에 마을주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3월 20일경 1
박2일로 개최).
전남대학교 장성 학술림은 1953년도부터 교육부 소관 국유림을 전남대
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총 916.8ha(216만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다. 학술림
전체가 내장산 국립공원지역에 속해 있어 국립공원관리공단, 장성군과의
협의를 거쳐 10년 단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제한적으로 조림 및 벌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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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별내리마을과 함께 숲해설, 숲치유, 별체험 등의 산림휴양프로그
램 진행을 위한 사업을 협의 중이다.
나. 구성원의 권리 및 의무, 의사결정 구조

남창고로쇠영농법인에 신규 회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들이
그동안 투자된 비용들을 감안하여 3~4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출자해야하
며, 3년간 준회원 기간을 거쳐야 한다. 실제 고로쇠 채취 기간은 1~3월이지
만 12월 초부터 1달간 고로쇠 채취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실시하고, 3월 이후
에는 고로쇠 파이프 철수작업과 지속적인 숲 관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
남창고로쇠영농법인은 정읍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에 따른 무
상양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산불 감시 및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
한, 전남대학교 장성 학술림 임대에 따라 남창고로쇠영농법인 회원들은 학
술림 직원들과 함께 숲 관리 및 산불감시 등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장성 학술림은 마을주민과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해 1년에 2
번 정도 국립공원, 면사무소, 고로쇠영농법인과 함께 산행을 실시하고, 마
을에서 열리는 고로쇠 축제에도 참여하고 있다.
주민 의사결정의 경우,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서 개최되는 모든 회의에
참여 가능하다. 단, 마을 공동회의에서는 의결권이 모두에게 있지만 산촌
생태마을 관련 회의에서는 참여는 할 수 있어도 의결권은 없다.
남창고로쇠영농법인 회원들과 산촌생태마을법인 회원 중 5~6명 정도가
겹침에 따라 두 사업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별내리마을는
다른 산촌에 비해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마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견수
렴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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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원 관리 및 운영
가. 자원의 범위 및 이용

남창고로쇠영농법인에서는 국유림 보호협약에 따른 무상양여, 전남대 수
련원 부지, 백양사 부지를 임대하여 고로쇠 채취를 하고 있다. 임대료는 백
양사 부지 570ha 1,500만 원, 국유림 부지는 30ha(445본) 689,000원, 전남
대 장성 학술림 부지는 260ha 1,200만 원이다. 학술림의 임대료는 국유임
산매각기준에 의해 소득의 15%까지 국고세입으로 받고 있다.
전남대학교 장성 학술림 임대는 남창고로쇠영농조합법인에서 2005년부
터 매년 계약을 통해 고로쇠채취 및 전반적인 숲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전남대 학술림은 10년 전부터 실습용으로 고로쇠나무로 조림을 해오고 있
으며 향후 고로쇠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 마을주민들에게 채취면적을 늘려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별내리마을 남창고로쇠영농조합법인에서 국유림 보호

협약에 따른 무상 고로쇠 양여 면적은 30ha이고, 445본의 고로쇠나무에서
5,564ℓ의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였다. 국가 납입분을 제외한 수익은 620만
9,430원이다.
<부표 2-3> 남창고로쇠영농법인 고로쇠 양여 내역(2017년 기준)
단위: 본, ℓ, 원
신청

양여

면적

본수

수량

금액

채취량

국가납입분

채취자분금액

30ha

445

5,564

6,889,360

5,564

689,930

6,209,430

자료: 정읍국유림관리소 내부자료.

나. 수익배분 및 비용분담

산촌생태마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 중 70%는 숙박, 15%는 체험활
동을 통해 발생한다. 산촌생태마을에서 발생되는 수익의 5%는 마을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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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고로쇠 공동판매 금액 중 20%는 마을활성화를 위
해 사용되고, 개인판매 역시 수익의 20%를 마을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기
부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산촌생태마을사업을 실시할 때, 부지 매입은 장성남창계곡영농조합법인
13명이 각자 자부담 8백만 원씩 공동 출자하여 이루어졌기에 순수익의 배

분은 위원회 대표 (45%), 군에 지방세 납부(20%), 마을 발전기금(5%), 공
동 출자한 13명이 1/n로 배분(30%)하고 있다.
남창고로쇠영농조합법인 회원들도 공동채취, 공동판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배분의 원칙은 1/n이다. 연간 매출은 약 3억 원이고, 1억 7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 순수입은 1억 3천만 원 정도이다.
다. 국·공유림 이용 문제점 및 산촌활성화 관련 의견

국유림을 임대하여 고로쇠 채취 및 식재 범위를 늘리기 위해 적지를 찾
고자 하나, 국유림관리소에서 임대가 가능한 산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따른다.
산촌생태마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림청에서 매년 산촌운영매
니저를 채용하게 되어있지만 뚜렷한 역할도 없고, 제대로 된 운영 매뉴얼
도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산촌 운영매니저를 위한 운영 매뉴얼 및 가이드
라인이 있어야 하고, 산촌 운영매니저의 역할을 다양화시켜야 할 것이다.
운영매니저 역할을 귀산촌 의향이 있는 능력 있는 젊은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다면, 산촌 조기 정착, 수익에 대한 불안감 해소, 마을 주민과 소통 등
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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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남 하동군 대성리 의신마을
3.1. 개요
가. 마을 소개

경남 하동군에 위치한 의신마을은 조선전기까지 있었던 ‘의신사’라는 사
찰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하였고, 지리산 국립공원에 위치하며 남서쪽으로
는 남해와 섬진강을, 북동쪽으로는 삼남지방을 연결하던 벽소령이 있어 교
통의 요충지이다.
마을 주변에는 논과 밭은 거의 없고 산에서 고로쇠 채취를 통해 얻는 소
득이 가장 많다. 마을주민은 현재 194명이고, 젊은층(30~50대)은 68명으로
마을 주민의 30% 정도 된다.
고로쇠 수액 판매 이외에 산나물, 송이버섯, 여름철 관광객을 통한 소득
창출을 하고 있다. 마을 인근에 지리산 청정계곡(쿵쿵소, 용소), 지리산 벽
소령, 세석산장 등반코스 등의 자연자원 및 관광자원이 있고, 문화자원으
로 서산대사 옛길, 지리산 연사관, 의병묘, 원통암(서산대사출가지), 당산제
등이 있다.
의신마을은 정씨 집성촌으로 다른 마을들에 비해 마을 주민 간 결속력이
강한 특징이 있으며, 젊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 최근 귀산촌한 인구는
10여 가구 정도 되고, 외지인과 현지인과의 갈등은 거의 없다.
나. 특성

다른 산촌마을과 차별성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2000년도 초
에 멸종위기 동물 복원사업으로 곰을 방사하기 시작한 것을 보고, 마을 컨
셉으로 반달곰을 선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곰을 마을에 데려오기까지 3년
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환경부, 멸종위기동물기술원, 하동군청, 지리산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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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등 기관들과 많은 회의를 해야만 했다. 현재 마을에서 반달곰 체험을
위해 데리고 있는 곰은 총 2마리이다.
2005년 처음으로 팜스테이 마을로 지정받아 정부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년 녹색농촌체험마을, 2009년 산촌생태마을, 2010년 농촌체험휴양마

을(2억), 2015년 6차산업화사업을 각각 유치하였다. 마을사업 형태가 다양
해지면서 방문 및 체험객이 증가하고 있다(2016년 방문객 1만 2,000명, 체
험객 5,000명 수준에서 2017년 방문객 8,000명, 체험객 7,000명 수준). 마
을 축제로 봄에는 곰깸 축제, 가을에는 마을바자회를 개최하고 있다.
<부도 2-3> 베어빌리지영농법인 체험시설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선학당

숙박시설

선학관(식당)

곰 체험 종합안내도

자료: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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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 및 운영조직
가. 조직 구성

마을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보았을 때, 마을 내
부 조직은 마을의 리더 역할을 하는 베어빌리지영농조합법인과 마을 운영
위원회, 청년회(30명), 부녀회(26명), 노인회, 법인 산하 반달곰 도서관 운
영위원회가 있다. 마을 외부조직으로 하동군 고로쇠 생산자협의회와 국유
림관리소가 있다.
의신베어빌리지영농법인은 처음에 반달가슴곰생태영농법인 설립으로 운
영하다가 현재는 이름을 바꾸고, 현재 주민의 90%(각 가구마다 한 명씩)가
참여하고 있다. 베어빌리지 대표는 농협에서 진행하는 농촌교육이나 농촌
마을 관련 교육들을 많이 수강하였고, 마을 해설사, 숲해설사, 퍼실리테이
터 등 다양한 자격증도 취득하는 등 자기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
선학관은 마을 음식 체험관으로 마을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이용하여 부
녀회(26명)에서 산나물밥상을 제공하고 있다. 베어빌리지영농법인 직영으
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는 부녀회원 중 3명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고, 필요시에 추가적으로 부녀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일손을 돕고 있다.
마을의 주 소득원인 고로쇠 채취를 위해 청년회(30명)를 중심으로 부성
영농법인이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각 가정마다 고로쇠 정제 및 살균을 위
한 소형기계가 보급되면서 공동체작업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 법인은 없어
지고 비공식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판매는 개인 직거래 70%, 중간상인
20%, 지역 하나로 마트 및 백화점 10%이다.

하동군 고로쇠 생산자협의회를 통해 고로쇠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협의
회 회장은 의신마을 주민이 맡고 있다. 생산자협의회에서 매년 고로쇠 채
취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베어빌리지영농법인 산하 조직으로 반달곰 도서관 운영회에서는 마을
주민들 간 화합을 위하여 나눔장터나 주민 문화 워크샵 등의 행사도 진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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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원의 권리 및 의무, 의사결정 구조

의신마을 주민들의 가장 큰 소득원인 고로쇠 채취와 관련해서 채취 기간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고로쇠나무 관리와 산불 예방을 하고
있으며, 보호협약의 의무사항으로 산 보호 활동을 위해 쓰레기 줍기, 산불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활동일지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담당자들은 고로쇠 수액 채취 기간을 전후하여 감시·
감독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관리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통보 없이 점검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달 이사회 회의, 마을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이 운영하
는 ‘곰 다방(카페)’은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민 단합과 세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
사를 대접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마을의 중심축인 베어빌리지영농법인
회원들이 주민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주민 간에 갈등은 거의 없다. 또한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마을사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는 장점이 있다.

3.3. 자원 관리 및 운영
가. 자원의 범위 및 이용

고로쇠 채취는 인근에 있는 산에서 함양국유림관리소와 계약을 맺어 국
유임산물 무상 양여를 받고 있는데, 그 규모와 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장 외 30명(주로 청년회 멤버)이 고로쇠를 채취하고 있으며, 산에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각자 채취하고 관리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의신마을의 국유림 보호협약에 따른 무상 고로쇠 양여

면적은 1,430ha이고, 1만 609본의 고로쇠나무에서 14만 90ℓ의 고로쇠 수

134 부록

액을 채취하였다. 국가 납입분을 제외한 수익은 1억 5,634만 440원 정도
이다.
<부표 2-4> 의신마을 고로쇠 양여 내역(2017년 기준)
단위: 본, ℓ, 원
신청

양여

면적

본수

수량

금액

채취량

국가납입분

채취자 수입

1,430ha

10,609

140,090

173,711,600

140,090

17,371,160

156,340,440

자료: 함양국유림관리소 내부자료.

의신베어빌리지의 주된 체험프로그램은 반달가슴곰 생태해설 체험이고,
이 외에도 녹차 떡 만들기 체험, 야생화 압화 체험, 제다 체험, 서산대사길
명상체험, 빨치산루트 트래킹 체험, 물놀이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
말에는 로컬푸드 판매를 위한 주말장터를 운영한다.
선학관에서는 마을밥상 제공을 위하여 지리산국립공원의 허가를 받고
일부 고사리, 두릅 등 산나물을 채취하기도 한다.
나. 수익배분 및 비용분담

베어빌리지 체험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법인정관에 의거하여
법인사업기금 30%, 마을공동기금 5%, 주민배당 65%로 배분된다. 주민배
당 금액의 10%, 법인사업기금의 10%는 재투자에 사용하고 있다.
방문객이 많아 숙소가 부족할 때에는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펜션
을 연결시켜주고, 수수료 15%를 받고 있다.
고로쇠의 경우, 과거에 일부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하였으나 현재는 각
가정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개인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가구의 소득으로 바로 이어진다.
고로쇠 채취 구역은 선조부터 대대로 내려온 구간에서 채취를 하고 있으
며, 양여세는 채취 계약자들과 협의를 통해 수액 생산량에 따라 납부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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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공유림 이용 문제점 및 산촌활성화 관련 의견

고로쇠 수액 채취에 따른 국가납입분 산정 방식이 소득이 아닌 계약 면
적에 따른 양여세 부과 방식이어서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고로쇠 수액 생산
량의 차이는 전혀 고려되지 있지 않다. 고로쇠 채취 전에 양여세가 사전
완납되어야 채취가 가능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의신마을에서는 산나물 체험단지 운영의 일환으로 유기농 식사 체험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나, 마을이 위치한 곳이 지리산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산에 접근 자체가 어렵거나 채취 불허 등 관련 제약이 많다.

4.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4.1. 개요
가. 마을 소개

유촌리는 유촌 1리와 2리가 통합되었으며, 2015년 기준 유촌 1리는 132
가구(263명), 유촌 2리는 318가구(481명)으로 구성된다.64 주민등록 상 총
인구수인 744명 중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136명(18.3%)으로 고령인구
의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최근 5년간 귀촌가구는 18가구이며, 마을 인
구 중에 한옥학교에서 한옥 건축기술을 배우러 귀촌한 사람이 약 60명 정
도이다.
마을의 주요 소득원은 농업으로 애호박, 감자, 배추, 고추, 오이, 대추, 들

64

이 수치는 2016년 화천군 통계연보에 근거한 값으로, 실거주자를 바탕으로 마
을 대표의 응답에 근거한 수치는 196가구, 340명(유촌 1리는 98가구, 120명, 유
촌 2리는 98가구, 220명)으로 일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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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 참깨, 콩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47ha의 마을 소유 임야가 있으며, 마을회관, 경로당, 정자, 공동작업장,

저장고 등의 마을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 마을 산이 100ha가 있었
으나 보건소, 농기계센터 등을 짓는 대가로 화천군에 기부채납하고, 현재
47ha만 남아 있다.
나. 특성

폐비닐을 수거하여 수자원공사에 판매한 수입으로 부녀회기금을 마련하
는 점이 특이하며, 파로호, 낚시터, 용화산 등의 경관자원과 산천어축제,
파로호 겨울축제, 메뚜기쌀 축제, 6.25전쟁 참전 전적비, 파월용사 만남의
장 등의 문화・유적자원을 가지고 있다.
유촌리는 다양한 마을지원사업을 통해 산촌체험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새농촌 건설운동, 농촌
관광민박확충사업, 녹색농촌체험사업을 통해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을 설립
하였다. 산촌생태마을사업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산채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산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
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53억 4,100만 원의 사업비65를 이
용하여 산림 바이오매스 센터를 설립하고 배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노후
주택과 노인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목조주택 20가구를 신축하였다. 화천군
청에서 산림바이오매스센터 시설유지 및 보수비용, 근로자 인건비 등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에 2,000만 원, 2017년에 4,800만 원의
군비를 각각 지원하였다.66

65

66

산림청(국비) 28억 600만 원, 화천군(지방비) 15억 2,500만 원, 유촌리(자부담)
10억 1,000만 원이 각각 투입됨.
화천군청에서 제공한 뺷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 현황뺸 자료에서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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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5> 유촌리 마을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사업비
5억

새농촌건설운동
농촌관광민박확충사업

사업기간

지원부처

사업 내용

2004

강원도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전통숙박 체험시설

2006

강원도

한옥형 민박 확대사업

2억

2007

농림부

황토방펜션, 공원, 정자 등 체험시설

53억

2007

산림청

파로호 주변정리, 주민역량 강화사업, 커뮤니
티센터 조성

산촌생태마을

2009

산림청

특산물단지, 약초재배단지 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2010

산림청

산채재배단지, 유식수・특용수 식재, 탐방로
설치, 산지양계 도입

53억 4,100만 원

20112014

산림청,
화천군

지역난방사업(산림바이오매스센터 설립), 건
물 신축 및 리모델링

1억

2011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 만들기

2012

친환경, 숲, 자연, 생태를 바탕으로 한 마을
가꾸기

녹색농촌체험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그린마을 조성사업
농가맛집
웰빙블루베리 명품타운 조성
사업

1억

2012

21억 2,500만 원

20142017

농촌진흥청 마을식당 운영을 통한 소득사업
화천군

20ha 규모 블루베리생산마을 조성
블루베리 활성화센터, 체험관 등

자료: 화천군청 뺷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 현황뺸 및 담당자 면담을 통해 직접 작성.

<부도 2-4> 유촌리 에너지자립 인프라 및 산촌 체험시설

산림바이오매스센터 및 보일러

지역난방 조감도

숙박시설 및 식당

산채체험 프로그램

자료: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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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리 및 운영조직
가. 조직 구성

마을을 중심으로 조직구성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보았을 때, 내부 조직
은 개발위원회, 부녀회, 청년회(유촌 1리와 2리가 통합하여 운영), 노인회
(유촌 1리와 2리에서 각각 운영)가 있으며, 외부 조직은 화천군청, 국립산

림과학원, 춘천국유림관리소, 강원산림개발연구원 및 산림조합이 있다. 화
천군청은 지역난방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을 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춘천국유림관리소는 MOU를 통해 목재연료를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05년 설립된 파로호 느릅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마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 중 130가구(17%)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다. 2014년에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고, 2017년에 사회적기업에 선정되
었다. 법인 구성은 대표이사 1명,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화천군청에서 고용한 사무장 1명, 산촌매니저 1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을대표(유촌 1리 대표, 유촌 2리 대표)와 별도로 법인대표를 두고 있다.
부녀회, 청년회, 작목반(블루베리 작목반, 애호박 작목반, 메뚜기쌀 작목
반)은 영농조합법인에 노동력과 농산품을 제공하는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
하고 있다.
국유림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는 유촌리 이장이, 춘천국유림관
리소와의 MOU를 통한 입목매각은 유촌리 산림바이오매스센터장이 각각
관리하고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2017년 특화사업 자문회의를 통해 연
료림 관리에 지역주민 참여방안을 검토하고, 입목처분 대상지를 조사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유림 내 입목에 대하여 수의매각 계약을 체결함
으로써 유촌리의 산림바이오매스센터 유지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해 협력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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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원의 의무와 권리, 의사결정 구조

파로호 느릅마을 영농조합법인은 산림복합경영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 조합원의 자격은 강원도 화천군에 거주하는 성년으로서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또는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

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
는 자 중에서 1좌(1만 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농지, 농기계,
가축, 기타의 현물을 출자한 자로 정하고 있다.
법인 조합원은 공동 작업에 필요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청구권, 임원 선
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시권이 있다.
법인 조합원은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출자의무, 법인의 노동에 참가
하고 노동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국유림보호협약 및 임산물 양여제도를 관리하는 유촌리 마을회도 자체
적으로 산림보호활동과 임산물 양여와 관련하여 규칙을 가지고 있다. 임산
물 양여 계약은 최초 7년 동안에는 유촌리 주민만을 대상으로 했다가 참여
인원이 적어서 3년 전부터 보호협약에 참여하는 간동면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촌리 주민 중에서 65세 이상의 주민은 보호협
약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채취가 가능하도록 마을회의에서 결정하였다. 국
유림보호협약 참여자들은 산불감시, 임산물 불법채취 감시(플래카드 설치,
조끼 입고 감시활동), 산림정화 등의 산림보호활동을 하고 한 달에 1~2회
보호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춘천국유림관리소에 1년에 1회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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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원 관리 및 운영
가. 자원의 범위 및 이용
2015년 기준 화천군 산림면적은 7만 9,668ha로 화천군 면적의 88%가 산

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산림 중에 62%가 국유림(4만 9,530ha),
10%가 공유림(8,247ha), 27%가 사유림(2만 1,911ha)으로 구성된다.67 유촌

리 산림면적은 1,417ha로 마을 전체 면적의 78%가 산림68이며, 용화산과
수불무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수불무산에 마을 산이 위치하고 있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은 목재연료 전환과 에너지 자립마을 설립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센터 설립,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지
역난방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유가 대비 목재연료 공급 단가가 높아지면
서 중앙난방을 이용하는 가구가 감소하고 있다(2014년 75가구 참여→2017
년 48가구 참여). 도입 초기에는 가격이 저렴한 폐목재를 연료로 이용하였
으나 그을음으로 기계가 빨리 낙후되는 문제가 있고, 우드펠릿은 단가가
너무 높아 현재는 우드칩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지역난
방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료비 단가 절감을 위한 목재 구매 비용
절감과 참여가구 증가, 안정적인 목재 공급이 필요하다. 2014년 원목 무상
수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관리사업소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필요한
수요량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근방 1km 이내만 지역난방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인근 면사무소, 학교 등 수요가 높은 공공기관은 중앙난방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촌리는 2017년 12월 18일 춘천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
산기술연구소와 MOU를 체결하여 수의매각을 통해 국유림 내 입목을 연
료용으로 매입하기 시작했다.69 MOU에 따라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

67
68

이 수치는 2016년 화천군 통계연보에 근거한 값임.
2013년 말 국토교통부 읍면동리별 지적공부등록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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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해 산림바이오매스단지 조성을 위한 신설임
도를 개설하고 연료재를 공급해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임업기계 및 관
련 기술을 지원해야 하며, 유촌리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자
발적 참여와 에너지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70 해당 협약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각 기관이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될 수 있다. 또한 MOU 체결 이후 화천군청은 목재 파쇄기
임대료, 운송비 등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강원산림개발연구원, 화천군청, 화천 산림조합과 협력
하여 10ha 면적의 마을산과 인접 국유림을 이용하여 산채 임간재배, 유실
수 및 특용수 재배, 산지양계,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산림복합
경영 시범림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사업이 종료되었다.
국유림 내 산채는 고사리 이외에는 없고 잣나무는 식재한지 10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국유림보호협약 및 임산물 양여제도를 통해 양
여 받고 있는 임산물은 송이버섯이 유일하다.
파로호 느릅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산채 채취 체험 프로그램, 숙박 및 식
당 운영, 농산물 및 임산물 판매, 낚시터 운영을 통해 연 7,000만 원의 매
출을 올리고 있다.

69

70

국유림 4.2ha 내의 입목(70% 참나무, 30% 소나무)을 231만 원에 구매하였으며,
이는 산림바이오매스센터에서 연간 필요한 수요량 600톤 가운데 400톤 정도를
충당할 수 있음. 2017년 12월 처음으로 국유림관리소와 MOU를 맺고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난방비 절감효과는 파악하기 어려움.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제공한 뺷산림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뺸에
서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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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6> 유촌리 국유림 이용제도별 참여 현황
사업 면적
국유림 보호협약

사업 기간

계약 대상

2006-2011
유촌리
864.5ha 2011-2016
(39명)
2016-2021

사업 내용
산불 감시, 불법채취 단속, 환경 정화 등

837ha

매년 채취
시기 전

유촌리
(송이채취자 14명)

송이버섯 채취

산림복합
경영

10ha

2010사업 종료

파로호 느릅마을 영농조합법
인(국립산림과학원, 강원산
림개발연구원, 화천군청, 산
림조합과 협업)

임간재배(곰취) 6ha, 유실수·특용수 전시
포(밤, 호도) 1.5ha, 산채 전시포 0.5ha,
체험·휴양 프로그램(국유림-마을산 연결하
는 탐방로 운영, 산채체험) 및 산지양계 2ha

국유임산물 (입목)
매각

4.2ha

2018

임산물 양여

유촌리(춘천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내 입목을 연료용(땔감)으로 마을에
MOU 체결)
매각

자료: 뺷산림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뺸 자료 인용 및 춘천국유림관리소 담당자, 마을 대표 면담
을 통해 직접 작성.

나. 수익 배분 및 비용 분담

국유림보호협약 및 임산물 양여제도를 통해 채취한 송이버섯의 경우, 양
여자들에게 1인당 20만 원의 양여료를 걷어 국유림관리소에 양여료를 납
부하고, 감시활동을 하는 근로자 3명에게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송이버섯이 나지 않아 2017년 기준 송이버섯 채취 소득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71
산림바이오매스센터로부터 1km 이내에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해당범
위 내에 있으면서 지역난방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는 참여할 수 있
으나 비용을 각자 부담해야 한다. 주 배관에서 집까지 연결하는 계량기 및
배관 설치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유촌리 주민(48가
구)은 난방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연료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부
담하고 있다.

71

춘천국유림관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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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공유림 이용 문제점 및 산촌활성화 관련 의견

버섯 채취 체험 프로그램을 위해 산림복합경영 시범림에 표고 생산단지
를 조성하고자 했지만, 임업후계자나 기존 표고생산 임가 이외에 신규 생
산자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임간재배를 통해 산에서 재배한 임산물이라는 인증이 없어 밭에서 재배
한 임산물과의 차별성이 없다. 지리적 표시제,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같이
임간재배 임산물 인증이 필요하다.
방문객 유치를 위해 휴양림을 조성하고 계곡 주변 탐방로를 설치하여 산
림휴양과 산촌체험을 연계하고자 했으나, 국유림 사용허가를 취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산촌생태마을사업과 녹색농촌체험사업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해도 산
림 이용과 농촌개발사업 사이에 지원 범위 및 규정이 달라 사업을 복합적으
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5.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5.1. 개요
가. 마을 소개

원대리는 6개의 자연부락이 통합된 마을로 2015년 기준 121가구, 270명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72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9명(25.6%)이며, 인제읍
으로 직장을 다니는 40대와 50대 젊은 주민들이 많다. 10년 전부터 귀촌인

72

이 수치는 2016년 인제군 통계연보에 근거한 값임. 현재는 6개의 자연부락이
통합되었지만, 통합되기 전에는 62가구, 165명의 인구로 구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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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증가하여 2018년 현재 30가구 정도가 있으며, 외국인과 혼인한 다문
화 가구가 3가구 정도 있다.
121가구 중 80가구는 농업, 10가구는 숙박업, 10가구는 요식업(식당)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며, 나머지는 귀촌 가구로서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상
태이다. 농업의 주요 품목은 송이, 토마토, 파프리카, 잣, 오미자, 풋고추,
곰취, 콩이다. 자작나무숲, 내린천, 곰배령 등 경관자원과 백담사, 방태산자
연휴양림 등의 문화・관광자원이 있다.
마을 소유 자산으로 마을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자작나무 영농
조합법인이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법인 수익금의 5~10%를 마을발전기금
으로 기부하고 있다. 여기에는 체험관(힐링센터) 1,454㎡, 노인회관 450㎡,
창고용지 집하장 660㎡, 향토음식점 852㎡, 창고 198㎡, 사업부지 631㎡,
구 노인회관 218㎡, 원두막 등 총 4,463㎡의 마을 토지가 해당한다.
나. 특성

원대리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식당과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에서 지원하는 새농촌건설운동사업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혁신역량사
업비 5억 원, 대표모델마을 선정 격려금 1억 원을 포함 총 6억을 지원받아
식당 및 체험시설 부지를 매입하였다.
지역특화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인제군 80%, 자부담 20%으로 식당
과 체험관 건물을 건설하였다. 식당(자작나무마을 향토음식점)은 자작나무
영농조합법인이 위탁 경영하고 있으며, 체험관은 자작나무힐링캠프라는 회
사에 위탁하여 인제모험레포츠연수원으로 경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잣 가공공장 건설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원대
리 입구-자작나무 숲 간 셔틀버스 운행과 자작나무 숲 내 매점 운영을 국
유림관리소와 협의하고 있다.

부록 145

<부도 2-5> 원대리 마을 식당과 체험시설

마을식당

마을식당 밥상

체험관(인제모험레포츠연수원)

체험관 외부시설

자료: 직접 촬영.

5.2. 관리 및 운영조직
가. 조직 구성

현재 마을에는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영농회, 고추작목반, 잣 작목반,
송이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다. 2012년 설립된 자작나무 영농조합법인을 중
심으로 마을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마을 주민 65명이 1인당 20~100
만 원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마을 대표가 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
6개 자연부락이 통합되기 전 마을 주민 165명 중에 65명(39.4%)이 영농조

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
이사 8명, 감사 2명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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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리-인제군-인제국유림관리소는 2014년 MOU를 체결하고 2017년 협
의체를 구성하였으며, 협의체에는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이 마을대표
로 참여하고 있다.
나. 구성원의 의무와 권리, 의사결정 구조

원대리 주민들은 누구나 자작나무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1년에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안건 발생 시 운영위
원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지한다. 운영
위원회 임원은 총회를 통해 선출하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있다.
보호협약 참여자는 산림보호활동(불법산림훼손 및 산불예방 순찰)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고, 인제국유림관리소에 사진과 보호활동일지를 보고해야 한다.
원대리-인제군-인제국유림관리소 협의체는 1년에 2회씩 회의를 개최하
고 있으며, 국유림 보호활동과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협의
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5.3. 자원 관리 및 운영
가. 자원의 범위 및 이용
2015년 기준 인제군 산림면적은 14만 7,221ha로 인제군 전체 면적의
89%를 차지하며, 전체 산림 면적의 80%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11만
7,195ha), 3%가 타부처소관 국유림(5,081ha), 3%가 공유림(4,978ha), 14%

가 사유림(1만 9,966ha)이다.73 원대리 산림면적은 2,905ha로 마을 전체 면
적의 89%가 산림74이며, 6ha 면적의 원대리 자작나무 숲(국유림)이 국민의

73
74

2018년 인제군 산림종합계획에서 참고.
2013년 말 국토교통부 읍면동리별 지적공부등록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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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지정되어 있다.
원대리에 위치하는 자작나무 숲은 1995년 138ha 면적으로 조성되었으
며, 이 중 25ha는 유아숲 체험원으로 운영되고, 6ha는 2012년 10월 탐방로
로 개방되면서 국민의 숲으로 지정되었다. 탐방로는 하절기(5월 3일-10월
31일)와 동절기(12월 16일-3월 18일)로 나누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되며, 하절기에는 오후 3시, 동절기에는 오후 2시에 입산을 통제된다.
2014년 4월 원대리와 인제군,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산림경영의 합리화

및 생태힐링관광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자작나무 숲 인근 편의
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원대리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에 합의
하였다. 2017년에 원대리-인제군-인제국유림관리소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
였고, 2018년에는 인제국유림관리소, 인제군 산림과, 북부지방산림청, 산림
조합이 함께 협력하여 인제군 종합산림계획을 수립하였다.
<부도 2-6> 원대리 자작나무 숲의 이용 및 관리

자작나무 숲 트레킹 코스 안내도

자작나무 숲 전경

자작나무숲 주차장 농산물 판매장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대상지 안내판

자료: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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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보호협약과 무상양여는 2006년에 처음 체결 후 2회 갱신하였으
며, 잣 작목반과 송이 작목반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송이가 나지 않아
2017년의 경우 잣만 채취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3,200만 원의 소득을 창

출하였다.
<부표 2-7> 원대리 국유임산물 양여 실적(2017년 기준)
단위: 원
채취자분 금액

국가 납입분

합계

32,173,460

3,574,820

35,748,280

잣
자료: 인제국유림관리소 내부자료.

원대리 산양삼 작목반과 곰취 작목반은 산림복합경영을 통해 산양삼과
곰취를 재배하였으나 현재는 산림청사업이 종료되어 인제군청에서 인제군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작나무 숲 개방으로 인해 자작나무마을 영농조합법인은 자작나무 숲
주차장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조합원들의 농산물 및 임산
물을 수매하여 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자작나무 숲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농산물
판매장 판매수입, 인근 식당 및 숙박 이용 수입 등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
가하고 있다. 2012년 개방된 이후로 2013년 5만 5,235명에서, 2016년 22만
4,000명으로 방문객 수가 4배 정도 증가하였다.75

자작나무 숲 개방으로 인해 원대리 마을주민들의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
미화 및 청소원 6명, 주차장 관리요원 4명, 숲해설가 및 숲길체험지도사 6
명(마을주민 3명, 마을 외 3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자작나무 숲에서
제공하고 있는 숲해설 프로그램은 산림청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한국등산
트레킹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청 예산 1억 2000만 원을 지
원받아 법인 운영 및 숲해설가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 숲해설가 및 숲길
75

2013년 방문자수는 2015년 (사)숲과 문화 연구회에서 수행한 인제 국유림관리
소의 뺷자작나무숲과 연계한 산림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 용역뺸에서
인용하였고, 2016년 방문자수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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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지도사는 자격증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9개월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하고 있다.
<부표 2-8> 원대리 국유림 이용제도별 참여 현황
사업 면적(ha)

사업 기간

2,384ha

2006-2011
2011-2016
2016-2021

임산물 양여

잣 151.1ha

산림복합경영
국민의 숲
(자작나무 숲)

국유림 보호협약

계약 대상

사업 내용

원대리
(57명)

산불 감시, 불법채취 단속,
환경 정화 등

매년 채취
시기 전

원대리
(잣 작목반 15명,
송이 작목반 15명)

잣, 송이 채취

-

사업 종료

산양삼 작목반,
곰취 작목반

산양삼, 곰취 재배

6ha

2012

인제군민
(2014년 인제군, 인제국유림
관리소, 원대리 간 MOU체결)

탐방로 개방
(생태힐링관광 활성화)

자료: 인제국유림관리소 및 인제군청 담당자, 마을 대표 면담을 통해 직접 작성.

나. 수익 배분 및 비용 분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은 농산물 판매장에서 농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
할 수 있으며, 농산물 판매장에서 판매된 가격의 10%를 영농조합법인에
수수료로 납부하고, 90%는 수입으로 가져간다. 자작나무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판매장과 향토음식점 운영, 체험관(인제모험레포츠연수원) 임대료
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으며, 수익금의 5~10%를 마을발전기금으로 기부하
고, 나머지는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있다.
잣, 송이버섯 양여자는 임산물 양여제도를 통해 얻은 생산액의 10%를
인제국유림관리소에 양여료로 납부하고, 10%는 마을기금으로 기부해야 한다.
다. 국·공유림 이용 문제점 및 산촌활성화 관련 의견

자작나무 숲의 트레킹 코스 소요시간이 1~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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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들 중에 물 또는 음료를 찾는 탐방객이 많아서 원대리 주민들은 자작나
무 숲 내에 매점을 운영하고 싶지만, 국민의 숲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 매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원대리 주민들은 원대리 입구에서 자작나무 숲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
여 마을 소득을 추가로 창출하고 싶지만, 국민의 숲 내에서만 예산사용이
가능하여 셔틀 운행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국유림관리소 예산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에는 요금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마을에
서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원대리의 식당 및 숙박업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작나무 숲의
체류시간이 길어야 하는데, 하절기는 오후 3시, 동절기는 오후 2시에 입산
이 통제되어 있어 저녁식사를 하거나 숙박을 하는 관광객이 거의 없는 상
황이다.

6.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호근마을
6.1. 개요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호근마을은 도시농촌복합지역으로 인구는
2,081명(892가구)이고, 주민 중 절반 이상이 귤 농사와 이외에 당근, 표고

버섯 등을 재배하고 있다.
호근마을은 제주도의 다른 마을과 달리 산림계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의 치유의 숲 부지에 마을 소유 분수림(4필지)이 있었다. 치유의 숲 조
성을 위해 제주도와 협의 끝에 분수림 부지를 제주도에 넘겨주었다. 치유
의 숲 개장 전부터 관리소와 2014년부터 협약을 맺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결과 2016년 치유의 숲 개장과 함께 지역산물
을 이용한 치유밥상(차롱 도시락) 판매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5단계마을만들기사업76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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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행사로 1년에 2번 어버이날 행사와 마을축제가 열리며, 올레길 중
가장 전망이 좋다는 7코스에 호근마을이 위치해있고, 습지대, 각시바위 등
주변 경관자원이 많아 올레길부터 습지대, 마을, 각시바위, 치유의 숲까지
연결하는 산책코스 개발을 원하고 있다.

6.2. 관리 및 운영조직
가. 조직 구성

호근마을은 서귀포시 치유의 숲(산림휴양관리소)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에 해당하는 것이 마을이 참여
하는 치유밥상(차롱도시락)과 마을힐링 해설사 프로그램 운영이다.
마을 조직에는 마을운영위원회와, 청년회(30여명), 부녀회(25명), 노인회,
귤 작목반(호근작목반, 번영작목반)이 있다. 마을운영위원회는 마을회장(이
장)을 포함하여 마을 산림계장, 부녀회장 등 총 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두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건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
로 회의를 개최한다. 귤 작목반의 주요 판매처는 공판장 및 농협유통센터
이고, 이외에 직거래 또는 마트에 판매하고 있다. 차롱도시락 판매사업이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루 평균 40개 정도가 판매되어 도시락을 통
한 귤 판매는 전체 귤 판매액의 1~2% 정도이다.
치유밥상(차롱 도시락)을 운영하고 있는 부녀회는 마을 회장을 대표로
해서 일반음식점 사업허가를 받고, 상표등록(차롱 도시락)도 마쳤다. 차롱
도시락은 전량을 치유의 숲으로 납품하고 있다.
76

제주도에서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마을 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음. 5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며,
마을 및 공동체를 대상으로 5백만 원의 지원금으로 공동체 활성화 강화를 위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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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치유의 숲은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174ha
규모로 2016년 6월에 개장되었다. 치유의 숲에는 호근동 마을숲 산책로,
서호동 추억의 숲길, 한라산 둘레길 등이 연결이 되어 있고, 숲길은 총 10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치유숲길은 9개로 편백나무의 피톤치드를 느끼
거나 나무 안아보기, 숲 향기 마시기, 복식호흡, 명상, 가족치유 프로그램
진행, 산림교육, 맨발족욕, 숲속 야외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부도 2-7> 치유의 숲 센터 및 치유밥상

자료: 직접 촬영.

숲길 안내도

치유밥상(차롱도시락)

치유의 숲 길

치유의 숲 종합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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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원의 권리 및 의무, 의사결정 구조

치유의 숲과 호근마을 간 협의체를 통해 매달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 장소는 마을과 치유의 숲을 번갈아가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
체는 산림휴양관리소 직원, 마을 회장 및 사무장, 부녀회 팀장, 주민 10명
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녀회 가입 조건은 60세 이하의 호근동 주민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
하고, 의무사항으로 가입비 3만 원과 귤 수확, 귤 선과 작업 등 공동 작업
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의무사항을 미준수하면 부녀회 자치규약에 따
라 벌금을 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녀회 회원 중 도시락 준비를 위
해 고용되는 사람은 3명 정도이고, 주문 물량에 따라 돌아가면서 일을 하
고 있다.
마을힐링 해설사는 현재 15명 정도 있으며, 서귀포시민이면 누구든지 교
육과정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채용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주민에게 우
선권이 있다. 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3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
은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진다.

6.3. 자원 관리 및 운영
가. 자원의 범위 및 이용

치유의 숲은 산림휴양관리소에서 9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최소한
의 숲가꾸기와 국유림 보전을 위하여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음식
물 반입, 불법 임산물 채취, 흡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계몽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차롱도시락에 사용되는 식재료들은 모두 로컬식재료를 이용하고, 귤, 당
근, 표고버섯은 마을 주민이 직접 농사짓는 농산물을 이용한다. 부녀회에
서 식재료 구입부터 손질까지 다 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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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관동대학교에 있는 라파엘힐링사업단과 협약을 맺어 도시락 만
드는 것과 관련한 자문을 받았다. 2016년 9월부터 차롱77도시락 판매를 시
작하였고, 17년 10월에 상표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치유밥상(차롱도시
락)사업을 실시하였다. 현재는 메뉴가 한가지이지만 제주도 테크노파크를
통해 4계절 밥상 매뉴얼 연구비를 받아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마을힐링해설사 교육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한 ‘주민행복드림잡’
사업으로 교육 이수 시 도에서 인정한 자격증이 발급된다. 제주도는 해양
자원 이외에도 목축 등 무궁무진한 산촌 자원이 있기 때문에 마을 해설시
스토리텔링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 해설사 한 명당 방문객 25명을 한 조로
움직이며, 치유의 숲을 방문하고자 하는 방문객들은 100% 사전예약제이기
때문에 예약 인원에 맞춰 해설사를 배정한다. 치유의 숲 방문객 수를 평일
300명, 주말 600명으로 한정하고, 평균 하루에 해설사 8명이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총 두 번(1회 2시간 반~3시간) 해설을 하고 있다.
나. 수익배분 및 비용분담

치유의 숲에서 판매되는 차롱도시락 수익금은 전부 호근마을의 수익이
되고, 약 70%는 부녀회 인건비 및 식재료비 지급, 30%는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마을 적립금은 서귀포시에 납부하는 교육발전기금, 사회환
원을 위한 사회공동기금 기부, 마을 행사 등에 사용하고 있다. 작년(2017
년)에 처음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익이 점차 늘어난다면 마을회의를
통해 사용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녀회원 중 차롱 도시락을 만드는 데 투입된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시간당 1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판매수입에서 시급단위로 지급하고 있다.
부녀회팀장 인건비는 제주도청에서 지급하고 있다.
마을힐링 해설사는 제주도의 일자리창출사업 중 하나로 제주도청에서

77

차롱은 음식을 담는 대나무 바구니를 뜻하며, 호근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김희
창 죽세공 장인이 만든 공예품을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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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시급단위로 지급하고 있으며, 25명까지 해설사
를 증원할 계획이다.
다. 국·공유림 이용 문제점 및 산촌활성화 관련 의견

산림휴양관리소 담당자는 치유의 숲 개장 전에 선진사례 조사를 위해 일
본 등의 국가에 여러 차례 견학을 다녀왔고, 국내에서 그동안 산촌을 대상
으로 사업이 시행된 곳들도 견학을 하면서 산촌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다. 치유의 숲 내에서는 숙박, 취사 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숲 바로
옆에 위치한 호근마을 부지에 야영장을 만들어 방문객들이 치유의 밥상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체험도 할 수 있도록 마을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을 마을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을 마을 주민들이 단순히 ‘이런 숲이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
는 것이 아니라 숲의 중요성 및 소중함을 깨닫고, 숲을 통해 힐링 할 수 있
는 산림서비스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
해서는 역량 있는 리더가 가장 필요하며, 지역자원 및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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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인식조사 설문지(마을대표용)
1. 일반사항
- 성별, 연령, 해당 마을에서의 거주 연수, 귀촌인이라면 마을 들어오기

전 상황, 마을 대표 활동 경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마을 대표의 유형
(이장, 법인 대표 등), 선출된 연도, 선출방식, 마을에서 이장(마을대표)

이 되기 전에 활동 내역

2. 마을 현황
(1) 자원 현황
자원명

특성

마을 전체 면적

(

농‧임업 자원
주요 관광자원

농지

면적 (

임야

면적 (

ha)
ha), 농지 비율(

%)

ha), 임야 비율(

%)

자연자원

경관, 수계 등

역사문화자원

문화재, 천연기념물, 고유 문화, 향토음식 등

마을공동체 자원

축제, 마을 공동브랜드, 공동체(품앗이, 향약, 두레 등)

주변 관광지나 유원지

(2) 인구 현황(현재 2018년 기준)
인구수
(가구 수)
연령
분포(명)

명(
계

~9세

세대)

남/여

명/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빈집 수

귀촌 가구 수

가구

가구

명
60~69세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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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현황
1) 주 소득원별 가구 수 및 내용
농업, 임업, 민박/펜션, 식당, 근로소득, 기타

2) 가구별 소득 현황
1,000만 원
이하

구분

1,000~
2,000만 원

2,000~
3,000만 원

3,000~
4,000만 원

4,000~
5,000만 원

5,000만 원
이상

가구 수

(4) 마을 공동자산 현황
1) 공동기금
- 조성연도, 관리주체, 기금조성방법(정부지원금, 마을소득사업, 마을

회비, 기부, 벌금, 기타), 마을 기금사용처 등
2) 공동 소유 자산(마을숲 등)
구분

임야

농지(논, 밭)

대지

기타

토지 면적(평)
토지 이용현황
토지 소유자(조직)
토지 위치
공동사업 사용가능 여부

3) 공동 건물 또는 시설(마을회관, 경로당, 정자, 공동작업장, 저장고 등)
시설명

시설규모 (평)

소유 형태

* 소유형태는 ① 국가 ② 지자체(시‧군‧구) ③ 마을 자치 ④ 개인

주요 활용내용

158 부록

(5) 마을 조직 현황
1) 2018년 기준 마을조직과 각각의 활동내역(영농법인(산림법인), 협

동조합, 마을기업, 마을운영위원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작목반,
대동계, 기타)
2) 마을 공동체 행사 유무와 종류, 주민참여율(어떤 방식으로 참여하

는지), 외부에서도 참여하는지 등의 세부 활동내역

3. 마을 사업 및 국·공유림 이용 사업
(1) 마을 사업 현황
1) 마을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의 유형
- 산림자원의 이용 허가, 행정지원,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기타
2) 마을 사업 추진 현황
사업비
(백만 원)

지원 사업명

사업연도
(기간)

지원 부처

사업내용

(2) 국·공유림 이용제도
1) 마을의 국·공유림 이용 형태
- 임산물 생산, 재생에너지 및 목재연료 생산, 휴양 및 관광, 산림 교

육, 생물다양성 및 산림 탄소흡수원
2) 국·공유림 이용 면적
국유림

ha

공유림(도유림, 시유림, 군유림 등)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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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국공유림의 이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허용된 이용기간은?
(

년 ~

년)

4) 이용 면적의 변화, 갱신 횟수 등 전반적인 내용 파악
5) 마을에서 참여하고 있는 산지관리 및 이용제도의 유형
- 국유림 보호협약, 국유임산물 양여제, 국유림 사용허가, 대부, 공동산

림사업, 복합경영, 국민의 숲, 공유림 사용허가, 기타
6) 마을 주민 중 국공유림을 이용하는 주민 비율, 주민 구성, 이용의 목

적 등 파악
7) 국·공유림 이용과 관련된 사업 정보의 획득 경로
- 국유림 관리소, 지자체, 주변 마을 이장, 언론, 기타
8) 국공유림 이용과 관련된 교육
- 국·공유림의 이용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 및 설명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교육 및 설명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내용,

의견 조율 시 주민 참여 등 계약준비 단계부터 계약 후 단계까지 전
반적인 과정과 주민협의 등 전반적인 내용 파악
9) 국·공유림 이용과 관련된 사업 진행 상황이나 사업 수행 결과를 보

고하고 계십니까?
- 보고대상, 보고시기, 보고내용, 보고방식
10) 국공유림 이용과 관련된 마을 자치 규약
- 마을 자치 규약의 현황, 이용자격, 이용자의 권한, 이용자의 의무, 의

사결정방식, 이익의 분배, 참여자 의무 이행에 대한 감시 및 불이행
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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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공유림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나 분쟁 발생 경험
- 갈등 및 분쟁의 대상(국유림관리소, 지자체, 외지인, 마을주민, 기타),

갈등의 원인, 갈등 및 분쟁의 해결 유무, 갈등 및 분쟁의 해결 방식

4. 산촌 활성화 성과 및 개선 방향
(1) 경제적 성과
1) 귀하의 마을은 국·공유림 이용을 통해 연간 얼마만큼의 사업 소득을

얻고 있습니까?
사업 유형

연간 소득(만 원)

2) 현재 수준의 소득 창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3) 귀하의 마을은 국·공유림 이용을 통해 연간 얼마만큼의 생활비(난방

비, 식비 등)를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유형

연간 비용 절감(만 원)

4) 현재 수준의 생활비 절감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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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성과
1) 귀하께서는 국·공유림 이용을 통해 귀하의 마을의 주인의식이 향상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2) 귀하께서는 국·공유림 이용을 통해 귀하의 마을의 공동체의식이 향

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3) 귀하께서는 국·공유림 이용을 통해 귀하의 마을의 주민단합이 향상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3) 문제점과 개선 사항
1) 마을이 국공유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2) 국공유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는?
3)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고, 가장 필요

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4) 산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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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인식조사 설문지(지자체 및 국유림관리소 담당자용)
1. 자원 이용 관련 문항
(1) 자원 유형 및 품목
(2) 이용기간 및 시점, 면적 등 계약 전반적인 사항
(3) 이용 대상(대표, 참여인원 등), 허용범위, 비용
(4) 자원유형 및 품목에 따른 협약 내용의 차별성

2. 관리·감독·상호작용 관련 문항
(1) 감시활동
- 감시자 및 관리자, 감시 방식 및 횟수 등
(2) 제재방식
(3) 이용자와의 협의체계
- 협의 방식 및 횟수 등
(4) 조직간 상호작용(중앙-지방-산촌)
(5) 상위기관 보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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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당자와 이용자 간 분쟁경험
- 분쟁해결 장치, 분쟁해소 방법
(7) 이용자 교육 방식 및 횟수
(8) 주민 의사결정 권리 보장 여부

3. 기타 문항
(1) 사업 홍보 내역
(2) 투입 인력 및 관련사업 예산

4. 산촌 활성화 성과 및 개선 방향
(1) 경제적 성과
1) 국·공유림 이용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연간 얼마만큼의 사업 소

득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유형

연간 소득(만 원)

2) 현재 수준의 소득 창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3) 국·공유림 이용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연간 얼마만큼의 생활비
(난방비, 식비 등)를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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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

연간 소득(만 원)

4) 현재 수준의 생활비 절감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2) 사회적 성과
1) 국·공유림 이용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주인의식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2) 국·공유림 이용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향상되었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3) 국·공유림 이용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주민단합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3) 문제점과 개선 사항
1) 지역주민들이 국공유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

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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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공유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3)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고, 가장 필요

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4) 산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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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5

인식조사 설문지(마을주민용)
(1) 일반사항
- 성별, 연령, 거주년수, 소유하고 있는 논·밭·임야 등 면적, 주된 소득

원 등

(2) 국공유림 이용 사업 참여 현황과 경제적 성과
1. 귀하께서는 다음 사업들 중에 참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1-1. 있다면, 몇 년도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1-2. 있다면,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① 마을

② 법인

③ 작목반

④ 개인

⑤ 기타(

)

1-3. 있다면, 해당 사업에서 어떤 품목을 생산 또는 채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 유형
국유림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양여제
국유림 사용허가
대부
공동산림사업
복합경영
국민의 숲
공유림 사용허가
기타(

)

해당 여부 사업 참여
(√)
년도

사업 참여
면적(ha)

계약 체결 주체

생산 또는
채취 품목

관련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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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께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간 얼마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투자 시간
사업 유형

연간 노동 기간
(개월/일)

1일 평균
노동시간(시간)

투자비용(만 원)
양여료/대부료
(임대료) 등

시설투자

(

기타

)

국유림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양여제
국유림 사용허가
대부
공동산림사업
복합경영
국민의 숲
공유림 사용허가
기타(

)

3. 귀하께서는 위 사업을 통해 생산 또는 채취한 임산물을 어떤 경로를 통

해 판매하고 계십니까?
임산물 종류(구체적)

판매경로
도매시장(가락시장 등)
협동조합(농협, 산림조합 등)
지인에게 판매
관광객(민박)을 통한 직거래
특산물 판매전시장
온라인 거래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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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해당 사업을 통해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으셨

습니까?
사업 유형

임산물 생산/채취 소득(만 원)

관련 일자리 소득(만 원)

국유림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양여제
국유림 사용허가
대부
공동산림사업
복합경영
국민의 숲
공유림 사용허가
기타(

)

4-1. 지난 1년 동안 국공유림 이용을 통해 얻은 소득이 귀하의 전체 소

득에서 몇 % 정도를 차지합니까?
(

)%

4-2. 현재 수준의 소득 창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5.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해당 사업을 통해 얼마만큼의 생활비(난방비,

식비 등)를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유형

비용 절감(만 원)

국유림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양여제
국유림 사용허가
대부
공동산림사업
복합경영
국민의 숲
공유림 사용허가
기타(

)

5-1. 현재 수준의 생활비 절감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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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공유림 이용제도의 운영 현황
6. 귀하께서는 법률(국유림법 등)상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

고 계십니까?
사업 유형

관련 규정

인지 여부(√)

신청 대상(산림조합, 지역주민, 학교, 임업기능인 단체)
산림보호활동 의무(산불방지, 도벌 및 불법 산지전용 방지, 표지·
임도·사방시설 관리, 자생식물 보호 등)
협약 기간 5년 이내, 연장 가능

국유림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양여제

보전국유림(사용허가)과 준보전국유림(대부)의 신청 대상
보전국유림 신청 대상 사업(공용 사용은 국가 및 지자체만 가능,
수목원, 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공익시설, 국유임산물의 채취·
가공·운반시설용, 버섯, 산채, 약초, 약용수종류의 임산물 재배 등)
임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는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영구시설물 설치 금지(기부, 철거, 원상회복 조건으로 허가)

국유림 사용허가

대부

산림청장과 지자체장(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장, 즉 공동사업
수행자)이 공동으로 산림사업 가능

공동산림사업
복합경영
국민의 숲

지정 기준, 운영 기간 제한 및 지정 폐지

공유림 사용허가
기타(

)

7. 귀하께서는 국공유림 이용을 위한 계약 체결에 따른 산림보호활동 의무,

행위제한 등 대한 준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 국유림관리소
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1. 국유림관리소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그 내용

은 무엇입니까?
(

)

8. 귀하의 마을(법인)이 이용하고 있는 국유림의 상태를 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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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검시한다면, 검시자는 누구입니까?
① 국유림관리소 직원(성함:
② 이장(성함:

)
)

③ 기타(관계 및 소속:

성함:

)

8-2. 검시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검시합니까?
① 현장방문

② 전화확인

③ 기록표 점검 ④ 기타(

)

8-3. 검시한다면, 검시자는 얼마나 자주 국유림 상태를 확인합니까?
① 월 1회

② 3개월마다

③ 6개월마다

④ 1년에 1회

⑤ 기타(

)

9. 귀하의 마을(법인)은 국공유림 이용과 관련된 규칙들을 어떻게 결정하

고 있습니까?
①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국공유림 이용자만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마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는다.
9-1.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면, 다음 중 어떠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포함된 내용
이용 자격
이용 지역의 분배
이용자의 권한
이용자의 의무
회의 시기/주기
회의 의사결정 방식
국공유림 이용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감시
국공유림 이용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기금 모금(회비, 출자 등)
임원 선출
기타(

)

포함 여부(√)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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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귀하께서는 정기적인 회의에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1-1-1. 참여한다면, 몇 번 정도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연간

회)

9-1-2. 귀하께서는 귀하의 마을(법인)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어느 정

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9-1-3. 귀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국공유림을 훼손하거나 산림 내 금지

행위를 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1-3-1. 감시한다면, 얼마나 자주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① 월 1회

② 3개월마다

④ 1년에 1회

⑤ 기타(

③ 6개월마다
)

9-2. 회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는다면, 국공유림 이용 관련된 사항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

)

10. 귀하께서는 국·공유림을 이용하면서 갈등이나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

습니까?
갈등이나 분쟁 대상
국유림관리소(산림청)
지자체(도청, 시청, 군청)
외지인
마을 주민
기타(

)

해당 여부(√)

갈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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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분쟁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① 국유림관리소나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등) 직원들의 도움으

로 해결
② 이장이나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
③ 기타(

)

④ 해결하지 못했다.
11. 귀하의 마을(법인)에서 국·공유림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외부에 의해 그 결정이 실현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1. 있다면, 그 때 결정했던 내용은 무엇이고,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을(법인)에서 결정했던 내용

실현되지 못한 이유

12. 국·공유림의 이용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

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1. 교육을 받으셨다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교육 담당 주체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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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공유림 이용과 관련된 사업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게 되셨습니까?
(

)

14. 국·공유림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

)

15. 국·공유림 이용과 관련된 사업 진행상황이나 사업 수행결과를 보고하

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5-1. 보고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하고 계십니까?
보고 대상

보고 시기(주기)

보고 내용

보고 방식

(4) 국공유림 이용 사업의 사회적 성과 및 개선 사항
16. 귀하께서는 국공유림 이용 전과 비교하여, 국공유림 이용 후에 다음과

같은 인식들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6-1. 귀하께서는 국·공유림 이용을 통해 주인의식이 향상되었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16-2. 귀하께서는 국·공유림 이용을 통해 공동체의식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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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귀하께서는 국·공유림 이용을 통해 주민단합이 향상되었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7. 귀하께서 국공유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

까? (복수 선택 가능)
①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정보 부족
②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불편
③ 국유림 내 행위제한 및 금지 행위
④ 기타(

)

18. 국공유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

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임산물 생산 및 채취 면적 증대
② 임산물 생산 및 채취 지원 품목의 확대
③ 사업기간의 연장
④ 양여료 및 대부료(임대료)의 경감
⑤ 간벌・육림・임도 등 산림사업의 실시
⑥ 기타(

)

19.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인력
② 자금
③ 리더십
④ 마을 공동체의 신뢰와 응집성
⑤ 마을주민들의 참여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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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산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재정 지원 및 인프라 구축
② 행정 지원
③ 국유림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권리 확대
④ 기타(

)

20-1. 국유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라

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앙정부(산림청)

② 지방자치단체

③ 시민/사회단체

④ 마을주민

⑤ 산림관련 조합 및 법인

20-2. 귀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국유림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3.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지역주민들의 국유림 이용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국유림 이용 기회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20-4. 지역주민들의 국유림 이용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20-5. 국유림 이용이 산촌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어떠한 점이 개선되

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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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을 공동체와 리더에 대한 평가
21. 귀하께서는 마을 조직 구성원으로 과거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하고 계

십니까?
과거
참여 여부
(√)

현재
역할

참여 여부
(√)

역할

운영위원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작목반(작목반 이름:

)

영농법인(법인 이름:

)

사회적 기업(기업 이름:

)

기타 조직(

)

22.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귀하의 마을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23. 귀하께서는 귀하의 마을에서 추진했던 사업(예시-새 농어촌 건설운동,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테마마을사업, 탄소순환마을사업, 지역창의아
이디어사업 등)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4.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귀하의 마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25. 귀하께서는 마을조직의 일원으로 앞으로도 마을조직이나 마을사업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없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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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귀하께서는 귀하의 마을(법인)의 대표가 마을(법인) 조직의 성공과 성

취를 위해 마을 주민들을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를 지녔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27. 귀하께서는 귀하의 마을(법인) 대표가 마을(법인) 조직의 구성원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28. 귀하께서는 귀하의 마을(법인) 대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

을 제시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갖추었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29. 귀하께서는 귀하의 마을(법인) 대표가 마을(법인)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목적의식을 심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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