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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산림관리의 패러다임이 목재생산의 경제적 기능 중심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휴양공간의 제공 등 환경 및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강조하는 통합
관리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
며 그 중에서도 산림에서 여가시간을 즐기고자 하는 산림휴양 수요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무분별한 벌채와 경제개발로
산림황폐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나, 한국∙중국∙일본(이하 한∙중∙일)은 국가
주도의 녹화사업을 통해 경제성장과 산림복원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특히 한∙중∙일 3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빠른 경제발전을 통해 상대
적으로 높은 소득수준과 여가시간이 주어짐에 따라 산림을 휴양 및 여가
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산림휴양정책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가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여
향후 전개방향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국가별 산림휴양정책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현 시점의 산림휴양실태를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상호비교를 통해 향후 정책전개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향후 3국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을 고려하
였을 때, 개별국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적 여
건이 고려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책도입이나 모방은 정책실패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가의 산림휴양정책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 따라 외생적 요인(구조적 환경)과 내생적 요인
(제도적 맥락, 행위자)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요인들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적 접근을
통해 국가 개별사례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유사한 국가 간의 정책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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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국가 내에서 정책이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이론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각 국가의 산림휴양
정책 발전정도에 따라 발전단계를 구분하여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고, 국
가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여 왜 정책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설
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각 국가의 산림휴양정책은 외생적 요인(구조적 환경)의 변
화가 내생적 요인(제도적 맥락, 행위자)에 변화기회 혹은 변화제약의 계
기를 제공하여 정책변동을 일으킨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 여가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따른 여가∙휴양
지원정책의 확대,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증가 등은 산림법과 산림기본계
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산림
휴양정책의 형성과 대체, 층화 등 점진적 정책변동을 일으킴을 알 수 있
었다.
둘째, 3국의 산림휴양정책 발달과정을 상호비교 분석한 결과, 경제가
가장 먼저 성장한 일본에서 소득증가와 함께 여가관의 변화가 처음 시작
되었고 이에 산림휴양정책도 함께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경
제성장은 소득증가를 견인하고, 국민들의 여가관 변화는 국가의 여가정
책을 강화시키며,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은 산림법 및 관련제도와
산림중앙부처의 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산림
휴양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한중일 3국에서 일정
한 시차를 두고 매우 흡사하게 나타나는데,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경
제발전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3국의 산림휴양정책 발전과정이 매우 유사하지만 국가의 외생
적∙내생적 요인에 따라 차이점을 배태하며 흘러가고 있음을 미루어 보았
을 때, 선발국가의 사례를 통해 후발국가의 정책발전 양상을 미리 예측
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이 경기침체에 따라 휴양소비의 양극
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질적향상으로의 전환과 복지관점으로 휴양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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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켜나가고 있음을 미루어 보았을 때, 경제성장 속도가 완화되고 있
는 후발국가인 중국의 산림휴양정책방향도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3국간 산림휴양분야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취하고 중국의 전개방향을 예측하여 보다
전략적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이 기존 산림
휴양시설의 질적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산촌인구의 감소 및 고
령화로 인해 산촌진흥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점, 내수진작
등을 위해 적극적인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은 비슷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한중 양국협력의 경
우 2015년 3월 체결된 산림휴양∙복지분야 MOU를 시작으로 더욱 적극적
인 모습을 띄는데, 중국이 한국의 선진 산림휴양∙복지 정책 노하우 전수
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더욱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국내 산
림복지전문가 파견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설 건립 및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다양한 인적자원 교류를 통해 국내 산림휴양복지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 계기 마련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점은 향후 산림
복원을 바탕으로 산림휴양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타 아
시아 국가에도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중∙일 3국의 산
림휴양정책 발전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집중
분석함으로써 산림휴양정책연구의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있
어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국가간 상호비교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여 향후 상호 협력에 있어 실질적인 방안도출 등의 시사
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있어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산림휴양, 비교분석, 정책변동, 역사적 제도주의, 한국-중국-일본
학 번 : 2014-3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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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림관리의 패러다임이 목재생산의 경제적 기능 중심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휴양공간의 제공 등 환경 및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강조하는 통합
관리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산림관리의 목표가 목재의 ‘보속
수확’을 통한 경제발전이었다면, 이는 점차 야생동물의 보호, 휴양기능의
증진 등을 위한 ‘다목적 경영’으로, 이후 산림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요
소 간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다자원 경영’으로 진화하였다. 오늘날에는
산림의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문화적 기능 등을 미래세대까지 지속적
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이 제시되
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산림에
서 휴양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산림휴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비교적 경제성장을 빠르게 이룬
산업화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기대가 높다. 최근
에는 등산이나 트레킹과 같은 전통적인 산림휴양활동 이외에도 산림의
환경요소가 정서안정, 스트레스 완화 및 면역력 향상 등의 효과가 과학
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산림교육 및 산림치유 활동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무분별한 벌채와 경제개발로
산림황폐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나, 한국∙중국∙일본(이하 한∙중∙일)은 국가
주도의 녹화사업을 통해 경제성장과 산림복원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나라
들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빠른 경제
발전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과 여가시간이 주어짐에 따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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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을 휴양 및 여가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다. 이에 국유림을 중심으로 산림휴양정책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는 사유림에서도 입업소득의
증진과 산촌진흥을 위한 방안으로 산림휴양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한∙중∙일 3국 중 일본은 가장 먼저 국립공원 설립(1934년)과 국유림 내
자연휴양림 제도를 도입(1968년)하고, 최근에는 산림세라피기지 인증사업
(2006년) 등을 통해 인접 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관련정책 추진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왔다. 또한 한국은 지리산이 최초의 국립공원
(1967년)으로 지정된 이래, 자연휴양림 제도 도입(1990년) 및 산림복지종
합계획 수립(2013년) 등 보다 다변화∙다양화된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장가계가 최초의 국가산림공원
(1982년)으로 지정된 이래 대표적인 산림휴양장소인 ‘산림공원’을 중심으
로 산림휴양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1년 《전국산림관광발전규획
(全国森林旅游发展规划(2011－2020)》등을 수립하여 산림관광산업을 국가
적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의 ‘산림복지’와
유사한 개념인 ‘산림양생(森林养生)’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포괄적인 개
념에서의 산림휴양 정책추진을 통해 인민생활향상이라는 목표달성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의 국가 간 협력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2014년
1월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2016년 제3차
회의, 2017년 제4차 회의, 2018년 제5차 회의에서 산림휴양∙교육∙치유가 주
요의제로 다루어졌으며 1 , 2014년에는 한-일간 산림교육분야 협력합의가,
2015년에는 한-중간 산림복지 분야 MOU가 체결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의 산림휴양정책은 국가의 여건에

1

2014년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가 시작된 이래, ‘산림휴양’이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어 왔음

∙ 제3차 (‘16년, 일본) : 불법목재교역금지, 산림재해예방, 산림휴양∙교육∙치유, 기후변화와 산림, 목조건책
∙ 제4차 (‘17년, 중국) : 합법목재교육증진, 산림의다기능이용(산림휴양, 관광, 치유), 건조지산림복원 등
-

제1분과 회의: 산림치유용어 표준화 전문가 회의

∙ 제 5차 회의(‘18년, 한국) : 산림치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활동, 기후변화 적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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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각기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으며 국가간 협력도 점차 활
발해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별 산림휴양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유
가 날로 중요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한∙중∙일 3국의 산
림휴양정책을 비교하거나 협력을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유
럽에서 1990년대부터 산림정책에 있어 야외휴양(Outdoor Recreation)이 중
요한 정책의제로 등장하며,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협의체가 구성 2 되어 관
련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을 대상으로 국가별 산림휴양정책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가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각 국가의 산림휴양정책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현 시점의
산림휴양실태를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정책의 전개방향
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의의가 있
다. 특히 3국의 산림정책이 역사적으로 유사한 맥락으로 전개되어왔음을
고려할 때, 개별국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여
건이 고려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책도입과 모방은 자칫 정책실패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휴양정책의 발전은 다양한 요인이 제도적 맥락 속에서 상
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산림휴양 정책발전과정
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외생적 요인과
내생적 요인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책변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외생적 요인에는 구조적 환경을, 내생적 요인은 제도적 맥락과 행위자로
설정하였다.
둘째, 개별국가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의 정책발전과정을
상호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대정부
2

유럽과학기술협의회(Europea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onology: COST) 에서는 COST

ACTION E33 “Forests for Recreation and Nature Tourism(FORREC) (2003-2008)” 를 통해 총 26개의
유럽국가가 참여하는 산림휴양 연구네트워크를 구성하였음. E33는 정책입안가(Policy maker)와 산림관리
자(forest manager)들에게 휴양과 관광이 입업에 있어 새로운 비용효율적(cost-effective)인 수단임을 알
리고, 관련 정보와 지식의 공유와 이해증진을 통해 유럽지역의 지역개발(rural development)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자료: https://www.cost.eu/actions/E33/#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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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이후 한∙중∙일의 산림휴양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
그 과정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으며, 어떻게 영역이 확장되어 왔는지,
그리고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이며 향후 실천과제는 무엇인
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국가간 상호비교를 위한 발전단계의 구분은 각
국가의 산림중앙부처 수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법∙제도 등장에 따라 정책태동기, 정책형성기, 정책발전기, 정책
확충기의 네 단계로 조작화하였다. 산림중앙부처가 설립된 이후부터 산
림휴양정책이 산림정책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정책
태동기로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산림휴양정책이 법∙제도적으로 본격적
으로 등장한 시기부터를 정책형성기, 이어서 산림휴양의 법적 위치가 명
확화 된 시점부터의 시기를 정책발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정책
방향이 전환되거나 확충되는 법∙제도적 조치가 등장한 시기부터 현재까
지의 시기를 정책확충기로 설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산림휴양 정책연구에 있어서 정책이론의
범위 확장을 시도하고, 국가별 발전상황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정책의 바
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산림휴양정책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와 지역을 대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인접성, 사회문화
적 유사성이 높은 한중일 3국을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또한 다소
포괄적인 ‘산림휴양정책’의 개념을 확실시하기 위해, 각 국가의 산림중앙
부처(일본 임야청, 한국 산림청, 중국 국가임업과초원국∙국가공원관리국
(前 국가임업국))에서 다루고 있는 ‘산림휴양’3과 관련된 정책으로 내용적

3

‘산림’의 표현과 관련하여, 일본과 중국은 산림(山林)대신 삼림(森林)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맥락상 ‘산림’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음. 또한 일본은 ‘산림휴양’을 ‘산림레크레이션(森林レク
リエーション)’으로, 한국은 산림휴양 이외에도 ‘산림복지’등의 단어가, 중국은 ‘산림여게(森林游憩)’, ‘산

4

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각 국가의 근대정부
수립 이후 산림관련 중앙부처가 설립된 시기4에서부터 현재(2018년)로 한
정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비교역사적 연구방법에
따라 정책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변동은 제도의 범주 속에 속한 정책이 하나의 제도로서 다
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으로서, 사회경제적 변수와 같은 정책환경의
맥락변화에 따른 정책내용의 수정을 의미하며, 정책목표와 정책내용, 그
리고 정책수단의 수정을 내포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박상원, 2012;
장제원,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휴양정책 발전과정을 보다 자세
히 살펴보기 위해, 산림휴양 수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외생적 요
인(구조적 환경)과 내생적 요인(제도적 맥락, 행위자)로 설정하여 정책변
동(종속변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과거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회경
제적 변화와 각종 산림휴양정책의 발전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문헌연
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우선 3국의 산림∙임업 중앙부처 5 를 중심으로 발간
된 정책자료(중앙정부 방침, 국가단위기본계획, 정부보고서, 관련기관 보
고서) 등을 검토하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임업통계6 및 국
제기구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국가별 학술연구포털 7 을 활용
하여 관련 연구논문 및 연구보고서, 발표자료를 2차자료로 활용하여 부
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림여행(森林旅游)’, ‘산림양생(森林养生)’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정책맥락 상 ‘산림휴양’과 유사한 개념을
갖는 정책은 모두 포함하였음.
4

일본 임야청(1949년), 한국 산림청(1967년), 중화인민공화국 임업부(1954년, 전신은 1949년 중앙인민

정부임간부中央人民政府林垦部)
5

한국(산림청), 중국(국가임업과초원국·국가공원관리국), 일본(임야청)

6

산림분야 통계 : 한국(임업통계연보), 중국(임업통계연감), 일본(산림·임업통계요람)
국제기구 통계자료 : 월드뱅크 https://data.worldbank.org/

7

한국(http://www.riss.kr, http://kiss.kstudy.com, http://www.dbpia.co.kr )
중국(https://www.cnki.net), 일본(https://www.jstage.jst.go.jp )

5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산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1. 산림관리 패러다임의 발전과정
Thomas Kuhn은 1962년 저서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에서
패러다임의 개념을 “일정한 커뮤니티의 멤버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과
가치, 기술들의 총체적인 모음” 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김명자 역 2006).
Kuhn의 패러다임에 대한 이론은 다양한 학문분야에 적용되어 발달해 왔
으며 환경분야에서는 1970년대 서구사회에서 환경운동이 태동하며 인간
과 자연의 균형 및 조화를 찾기 위해 응용되기 시작하였다(김용하, 2008,
p. 20).
Pirages (1977)는 사회지배적 패러다임(Dominant Social Paradigm : DSP)을
통해 한 사회가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대해 기본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준거체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간제일주의 신념을 기반으로 하는 DSP는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막화 등 지구 환경문제가 누적되며 점차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Catton, Dunlap, Van Liere 등의 학자들은 자연자원이 오로지 인간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존의 인간중심적 사고를 거부하고, 자연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 성장의 한계 인정, 인간과 자연 간의 균형 유지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New Environmental Paradigm: NEP)
로 정의하였다(Catton, 1978; Dunlap & Van Liere, 1978).
NEP는 인간은 자연에 속해 있으며, 인간활동은 생태계의 과정과 수용
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관을 강조한다(김용하,
2008, p. 24). <표 1>은 DSP와 NEP를 대조설명하고 있다.
6

[표 1] DSP와 NEP의 주요 대조되는 입장 비교

1

2

3

4

5

6

DSP (Dominant Social Paradigm)

NEP (New Environmental Paradigm)

자연에 대한 낮은 가치부여

자연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

상품생산을 위해 자연의 이용

자연은 자연 자신을 위해서 존재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자연에 대한 신앙적인 사랑

환경보호보다는 경제성장 우선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자연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

경제성장 보다 환경보호 우선

가까운 사람에게만 연민의 정

다른 생명체에 대한 연민 확장

인간은 다른 종들을 과도하게 이용

다른 종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다른 사람

현재 세대에 대해서만 관심

다른 세대

부를 최대화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

신중한 계획을 통한 위험의 회피

인간에게 과학과 기술은 중요함

과학∙기술은 항상 좋은 것은 아님

핵발전소의 빠른 개발

더 이상의 핵발전소 개발 중지

hard기술에 대한 강조

soft기술의 개발과 이용

통제의 회피-개인의 책임 강조

자연보호를 위한 통제 : 개인∙정부 책임 강조

성장에는 한계가 없음

성장에의 한계

자연자원이 부족하지 않음

자연자원의 부족

인구 문제가 없음

인구성장의 제약 필요

생산과 소비

보전

현재 사회가 좋음

전적으로 새로운 사회

인간은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음

인간은 심각하게 자연을 해롭게 함

위계 및 효율화

개방화와 참여

시장에 대한 강조

공공재의 강조

경쟁과 물질주의

협력과 반 물질주의

복잡하고 빠른 생활양식

단순한 생활양식

경제적 필요를 위한 일자리 강조

직업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 강조

구 정치학

새로운 정치학

전문가에 의한 결정

협의 및 참여

경제 관리에 대한 정당 간의 논쟁

인간∙자연 관계설정에 대한 정당간 논쟁

직접적인 행동에 반대

직접 행동을 이용하겠다는 의지

시장 조정의 강조

장래에 대한 대비와 계획의 강조

자료 : Milbrath and Fisher (1984, p. 22); 김용하 (2008,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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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관리의 패러다임은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하며 발
전하여 왔다. 이를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면 <표 2>와 같다.
첫째, 목재의 ‘보속수확(Sustained Yield)’ 패러다임이다. 이 단계에서는
목재생산이라는 경제적 기능을 중심으로, 벌채량이 생장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에 목재의 생산과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
로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고용촉진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
다. 이는 ‘다목적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이어졌으며, 보속수확과 더불어
여러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관리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다자원적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이다. 이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
서 산림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상호의존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최소비용 동시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Behan, 1990). DSP에 기초하여 인간중심 관점에서 경제적 가치창출을 목
적으로 목재생산을 중요시했던 산림관리 패러다임은, NEP의 영향을 받아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다자원적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으로 변화
하였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속수확-다목적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을 ‘기존
의 지배적 자원관리 패러다임(Dominant Resource Management Paradigm)’ 으
로 설명할 수 있다면, NEP에 영향을 받은 다자원적 산림경영의 패러다임
은 ‘새로운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New Resources Management Paradigm)’
으로 설명될 수 있다(Brown & Harris, 1992).
셋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패러다임은 1980년대 후반‘지속가능한 개
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글로벌 환경의제로 등장함에 따라, 산림관
리에 있어서도 이의 가치가 적용되며 등장하였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 및 증진을 통
해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신적 등
방면에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지속가능 하도록 개발하는 것”
을 의미한다(우종춘, 장재영, & 신현지, 2005, p.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목표는 장기적 관점에서 산림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
류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시장에서
8

직접적으로 거래되는 목재∙임산물 등의 재화 이외에도, 시장에서 거래되
지 않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대기정화 기능, 수원함양기능, 보건 및 휴양
기능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표 2] 산림관리 패러다임의 발전과정
구분
목적

제약조건

보속수확(다목적 이용)

다자원적 산림경영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상호 독립적인 재화 및

상호 의존적인 재화 및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생산

서비스의 지속적인 동시 생산

장기적 통합성의 유지

개별 자원의 장기적인 생산은

산림을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재화 및

생장량보다 작거나 동일

유지

서비스의 생산

자료 : (사)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p. 4)

이처럼 산림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이를 다루는 산림정책의 패
러다임도 함께 변화하여 왔다. 이종열 (2013, p. 263)은 산림정책 패러다임
을 “산림정책을 이끌어 가는 가치 및 믿음체계”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조직의 내부문화를 비롯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과 기대변화, 거시적 차원
에서 환경정책의 변화와 함께 변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산림
정책 패러다임은 정책의 목표수립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의 수단, 정책추진체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책내용과 정책과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의 변화에도 깊이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이종열,
2013, p. 263; 주효진, 이석환, & 조주연, 2009,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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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 대두

산림은 목재나 임산물 생산의 기능 이외에도, 대기정화, 수원함양, 토
사유출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보건 및 휴양기능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제공한다. 1992년 UN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8이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한 방
안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평가와 방법론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
는데, 이는 공익기능의 계량화를 통해 사람들이 산림보전의 중요성을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수단이 되기 때문이다(김종호 et al., 2010).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산림의 공익적 기능
과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의 공
익적 기능을 12개의 기능 9 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그 가치는 1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그림 1).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8.5%, 농림어업 총생산의 4배, 임업총생산의 65배에 달하
며 국민 1명당 연간 249만원의 산림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치
는 국내에서 최초로 산림공익기능을 평가한 1987년(17.7조원) 대비 약 7
배 증가한 수치이다. 항목별로는 ‘토사유출방지기능’이 14.4% (18.1조 원)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림휴양(14.1%, 17.7조 원), 수원함양(13.2%,
16.6조 원), 산림경관(13.0%, 16.3조 원), 산소생산(10.8%, 13.6조 원) 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10.
소득향상과 국민생활 개선으로,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에서
여가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산림휴양 수요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8

리우회의(Rio Summit) 혹은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으로 불리며,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에서 개최됨. 전 세계 185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여하여 지구환경보전 문제를 논의하였음.
9

산림청은 2014년 기준 산림공익기능평가에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12개로 구분하였다.

(▲수원함양 ▲산림정수 ▲토사유출방지 ▲토사붕괴방지 ▲온실가스흡수 ▲대기질개선 ▲산소생산 ▲산림
휴양 ▲산림치유 ▲생물다양성보전 ▲산림경관 ▲열섬완화)
10

산림청의 공식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보도자료 : 2016년 4월 1일) (산림청, 2016)

10

문화체육관광부 (2016)의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림은 국민
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책 및
걷기’가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 ‘걷기와 등산’을 생활
체육활동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4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권
공원(20.2%), 산(11.5%)을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생활권 공원, 산, 산림욕장에 대한 이용욕구는
전체의 4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에서 여가를 보내고자 하는
잠재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이정희, 유리화, & 장윤선, 2018).

생물다양성보전,
11.1 , 9%

단위 : 조원

수원함양,
16.6 , 13%

산림경관,
16.3 , 13%

산림정수,
9.9 , 8%

산림치유,
2.4 , 2%

126조원

산림휴양,
17.7 , 14%
열섬완화,
1.1 , 1%

토사유출방지,
18.1 , 14%

산소생산,
13.6 , 11%

토사붕괴방지,
7.9 , 6%
대기질개선,
6.1 , 5%

온실가스흡수,
4.9 , 4%

[그림 1] 2014년 기준 산림 공익기능 평가액
자료 : 산림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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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휴양 수요증가 및 관련 정책의 전개
(1)

산림휴양의 개념

휴양이란 개념은 라틴어의 ‘레크아티오(recreatio)’에서 유래하였는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새로워지는’, ‘회복과 재생’등을 의미하며, “여가
시간에 휴식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자유의사에 따라 행하며 사회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성일, 2017, p. 12). 학문적으로
는 거주지와 거리개념을 적용하여 관광(Tourism)이나 여가(Leisure)의 개
념과 구분하지만 최근에는 야외휴양(Outdoor Recreation)과 관광의 개념이
동일시 되고 이와 연관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이 여가로 여겨진다
(산림정책연구회, 2006).
휴양수요는 시간 및 소득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학문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Costa (1997)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말부터 노동시간의 감소, 유급
휴가의 증가, 개인휴가의 증가, 남성들의 노동참여는 감소하였고 이는 휴
양수요의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초기의 조사에서는 소득이 적을수록 휴
양에 지출하는 돈이 더 적은 것은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참
여하는 휴양활동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사례에
서, 1880년대까지도 한 가구의 휴양소비는 2%에 불과하였으나, 1917년의
조사에는 3%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휴양에 대한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1972년에는 5%, 1991년에는 6%까지 증가하였다.
산림은 휴양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자연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산림의 기능은 목재생산이라
는 경제적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보다 총체적인 개념에서의
자연자원의 관리와 인간복지를 위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강조되며 산
림이 제공하는 휴양기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Bell, 2007, p. 155).
Bell의 연구에 따르면, 산림에서의 휴양활동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에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산림을 가까이에 하는
것이 이를 더욱 증진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목재의 가치하락과
12

환경의 질(quality)에 대한 관심, 건강과 웰빙의 추구 등은 산림관리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임업분야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를 달성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여 다수의 정책적 움직임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나, “산림휴양”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국내
에서는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에서 “산림문화∙휴양”을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
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로 정의하고 있다. 여운상과 오동하(2012)의 연
구에서는 “산림휴양”을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심신의 재충전을 위한 모
든 여가활동’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표 3).

[표 3] 산림휴양의 정의
용어

구분

정의

연구자(연도)

여가시간에 휴식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자유의사에 따라 행하며 사회규범에
휴양

학술적 정의

위배되지 않는 활동
인간의 정신적 태도를 새롭게 하는 모든 활동

야외휴양

학술적 정의 형태를 갖춘 건물의 제약이 없는 모든 휴양활동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여가활동
산림과 산림에 인접한 수변(산림에 의해
생산된 물)에서 행해지는 야외휴양활동

학술적 정의

(Jensen, 1999, p. 9)
(Jensen, 1999, p. 9)
(Jensen, 1999, p. 9)
(Rudis, 1987)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야외휴양활동

(Johnson & Bowker, 1999)

삼림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휴양활동

(猛彦 et al., 1996)

산림을 기반으로 하거나 이용하여 행해지는

산림휴양

(김성일, 2017, p. 3)

야외휴양활동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심신의 재충전을 위한
모든 여가활동

(김재준 et al., 2003)

(여운상 & 오동하, 2012)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제도적 정의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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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

산림휴양 정책의 전개11

본격적인 산림휴양정책의 발전과정은 국유림을 중심으로 관련정책이
발전해 온 미국을 통해 검토해 볼 수 있다(표 4). 1800년대 후반 미국에
서 국유림이 지정되기 시작한 이래, 국유림은 국민들의 여가/휴양의 장
소로서 적극 활용되어 왔다.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가 회복되며
소득이 증가하고 자동차 보급률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에는 원거리 산림
휴양객을 위한 시설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1930년대에 들
어서며 산악도로 개설, 야영장 및 휴양시설 등이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수립을 위해 1958년 ‘야외휴양자원검
토위원회(Outdoor Recreation Resources Review Commission: ORRRC)’를 설립
하고, 야외휴양자료검토법(Outdoore Recreation Resource Review Act)(1958년)
제정을 통해 휴양의 현재수요와 미래수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는
1960년대와 1970년대 걸쳐 야외휴양국(Bureau of Outdoor Recreation) 신설
(1963년), 야외휴양법(Outdoore Recreation Act) 제정(1963년), 야생지법
(Wilderness Act)(1964) 등의 제도 마련에 기반이 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원거리 장기체류형의 산
림휴양수요가 근거리 단기체류형의 수요로 변화하며 도시근교의 휴양수
요가 폭증하였다. 또한 산악자전거와 같은 새로운 산림휴양활동이 등장
하며 관련 법∙제도의 강화가 논의되었고, 1982년 휴양기회분포(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모델을 통해 휴양기회 제공의 다양성을 위한 설계
및 관리기준이 도입되었다(국립산림과학원, 2007, p. 82). 또한 휴양활동의
행태가 레저∙스포츠 등의 적극적 활동으로 변화하며, 민간자본의 투입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정부는 급증하는 휴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유
지에서의 휴양시설 조성을 승인하였고 이는 현재 국유시설과 함께 양립
하며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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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림역사학회(Forest History Society)의 Recreation and the US Forest Service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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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의 산림휴양시책 전개과정
년도

주요내용
Outdoor Recreation Resource Review Act(야외휴양자원평가법)

1958

- 미국의 휴양 수요를 조사하도록 규정(현재수요와 2000년 전망)
- 1962년 의회와 백악관에 야외휴양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

1960

Multiple Use and Sustainable Yield Act(다목적 이용 및 보속수확법)
- 국유림의 다목적 경영 목표를 규정(휴양, 방목, 목재, 수자원, 야생동물 등)
Outdoor Recreation Act(야외휴양법)

1963

- 내무부 야외 휴양국(Bureau of Outdoor Recreation) 신설
- 1981년 유산 보존 및 휴양 서비스 국립공원청에 흡수 통합

1964

Wilderness Act(야생지역법)
- 국가 원생지 보존 시스템을 마련 /474개 원생지(9천1백만 에이커) 지정
Wild and Scenic Rivers Act(원시경관하천법)

1968

- 경관과 휴양기회가 풍부한 강의 보존을 위한 법안 /69개의 강 보존
National Trail Act(국가등산로법)
- 보건과 휴양을 위한 등산로 시스템 만듦 /790개 등산로를 지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970

- 사람과 환경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가정책을 마련토록 함 - 환경 질을 위한
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신설

1982

1995

2002

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 미국 국유림의 휴양기회 제공 다양성을 위한 설계 및 관리 기준의 도입
Scenery Management System
→ 경관을 보존하고 휴양기회를 훼손하지 않는 원칙의 국유림관리시스템 도입
Meaningful Measures for Quality Recreation Management System
→ 국유림 이용객들의 휴양경험의 질 제고를 위한 관리 시스템 도입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2007, p. 82) 재인용

이후 급증하던 산림휴양수요와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 및 인프라
중심의 휴양정책은 20세기 말 국제환경정책의 흐름이 ‘지속가능’ 패러다
임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산림정책도 ‘이용’에서 ‘보전’의 패러다임으
로 전환되며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국유림 내 휴
양활동이 제한적으로 추진되었고, ‘특별휴양지역경영’제도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미국에서 나타는 산림휴양정책의 흐름, 즉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가, 이에 따른 휴양수요 증가와 관련정책의 활성화, 산림의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 대두에 따른 휴양자원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위한 정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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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은, 이후 일본 등의 국가가 산림휴양시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귀감이 된다(金相潤 & 永田信, 1996).
한편, 유럽지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산림휴양 기능 강화와 증진을
지역적 이슈로 접근하여 국가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림
보호에 관한 유럽 각료회의(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Protection of
Forests in Europe: MCPFE)는 야외휴양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범유럽 단위
의 정치협의체이다. MCPEE를 통해 산림의 사회적 기능 증진을 위한 다
수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표 5), 이들은 국가 전략 계획과 국가 농촌
개발 계획을 통해 산림 체험의 가능성을 높이고 산림의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며 육체 및 정신 건강 측면에서 산림과 시민 간의 상호 작용을 촉
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세 가지 임업 관련 정책 문서는 모두 지속 가능
한 산림 개발의 기능 중 하나로서 야외휴양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야외
휴양이 사회에 미치는 긍적적 기여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휴
양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정책 추진의 중요성, 즉 입법이나 국가산림계획
에의 포함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수준에서 이행되어야 하
는 표준과 지표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간 협력 모델은 한∙중∙
일 3국의 산림휴양분야 협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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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산림휴양정책 추진을 위한 범유럽 단위의 주요 산림 이니셔티브
구분

문서

주요내용

Improved Pan-European Indicator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MCPEE 2003

as Adopted by the MCPFE Expert Level Meeting 7-8 October 2002,
Vienna, Austria. MCPFE Liaison Unit Vienna, Austria.

MCPFE, 2003

MCPFE, 2005

Background Information for Improved Pan-European Indicator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MCPFE Liaison Unit Vienna, Austria.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산림 보전
및 관련 지표에

MCPFE Work Programme. Pan-European Follow-up of the Fourth

관한 유럽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Protection of Forests in Europe 28-30 April

각료회의

2003, Vienna, Austria. Adopted at the MCPFE Expert Level Meeting 16-

보고서

17 October 2003, Vienna, Austria. Updated at the MCPFE Expert Level
Meeting 14-15 October 2004, Warsaw, Poland. Updated edition –
October, 2005. MCPFE Liaison Unit Warsaw, Poland.
Council Regulation (EC) No 1257/1999 of 17 May 1999 on support for
rural development from the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EC, 1999.

Guarantee Fund (EAGGF) and amending and repealing certain
Regulation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6.6.1999,
L160, 80–102.

EC, 2003.

산림의 경제적,
생태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Council Regulation (EC) No 1783/2003 of 29 September 2003 amending 향상시키기위한
Regulation (EC) No 1257/1999 of 17 May 1999 on support for rural
계획을 포함
development from the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1.10.2003, L270, 70–77.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EC, 2006a.

Parliament on an EU Forest Plan.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15.6.2006, SEC(2006) 748, COM(2006) 302
final.

EU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Annex to the Communication
EC, 2006b.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on an
EU Forest Plan.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15.6.2006, COM(2006) 302 final, SEC(2006) 748.

EC, 2008.

The EU Forest Action Plan.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자료 : Bell, Tyrväinen, Sievänen, Pröbstl, and Simps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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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동계획
(Forest Action
Plan)

제 2 절 정책변동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1. 제도와 정책
국가의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기존에는 정책을 행위자인 개인과
집단의 개별행위로부터 비롯된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행위자의 전략적인
행위를 주요 독립변수로 보았을 때만 이를 설명가능하다고 보았고, 따라
서 행위자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나 사회구조 등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조건으로만 여겨지게 되었다(염재호, 1994, p. 10).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1970년대 말에 들어서며 달라지게 된다. 행
위자를 둘러싼 거시적 환경이 정책결정에 행위자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각 국가가 당면한 사회∙
경제∙정치적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간 정책의
다양성과 국가 내의 정책지속성을 동시에 설명하고자 하는 논의가 제시
되기 시작하였다(이호철, 1993, p. 235). 이 중의 하나가 신제도주의에 관한
논의이며, 신제도주의에서도 제도의 개념과 생성, 변화, 지속성 등을 설
명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존재한다. 이에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신제도주의
(1)

신제도주의 개념

제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제도주의는 1950년대 이전을 지
배했던 구제도주의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지나며 구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등장한 신제도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서구의 사회과학을 주도한
것은 정치현상을 개인 혹은 집단의 상호작용 결과로 보는 사회적 접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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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뿌리를 둔 행태주의적 접근이었다. 정치현상이 개별 행위자들의 상
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봄에 따라 정치적 제도와 국가를 둘러싼 여
러 구조적 변수는 쉽게 경시되어 왔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결국 개별국가의 정책과정 보다는 정책과정에 참
여하는 행위자의 미시적이고 개체주의적 분석에만 초점을 두어 정책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나 의미보다는 객관적 실증성 파악에만 집착하게 하
였다(윤광진, 2007, p. 115). 따라서 Olsen과 March와 같은 학자는, 제도에
대한

기존의 정치학적 접근에 대해 제도와 구조, 또는 조직에 대한 다

각적 논의가 무시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Olsen & March, 1989). 그들은 정
책분석에 있어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와 구조적 환경의 역할을 간과
하여서는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신제도주의는 이와 같은 행태주의적 접근에 반발하며 등장하였다. 그
간의 비교정치와 관련한 많은 이론들은 서구의 정치제도와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을 일반화하기 위해 개발되어져 왔다(Robert, 1971).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동일문제에 대해 각국의 정책대응이 상이
하거나, 반대로 동일정책이라 하더라도 정책과정이나 수단,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염재호, 1994, pp. 17-18).
결론적으로, 신제도주의와 구제도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는 기존의 구
제도주의가 제도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정태적 서술을 중심으로 국가간
제도적 특성을 단순기술에 그친 것이 반해,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역
사적 맥락으로 이해하여 행위자들의 선택이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고, 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개체주의 관점보다는 총체주의적 입
장에서 역동적인 다이내미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데 있다(윤광진,
2007, p. 116). 따라서 신제도주의에서는 모든 사회현상은 개인의 행위와
속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구조나 제도가 행위자의 선택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
다(김경희, 2013,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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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에서는 구제도주의와는 달리 개별제도를 정태적으로 파악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복합적으로 제도를 이루는 사회∙정치∙경제
등 구조적인 틀을 파악함으로써 정책특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
가의 정책특성을 행위자들의 합리적 선택의 합이 아니라, 국가간 제도적
차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주요 독립변수로 간주하여 정책현상을 분석하고
자 하는 것으로,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은 사회를 둘러싼 다양
한 제도적 요소들의 역동적 관계를 중시함에 따라 서술적이기보다는 분
석적 틀로 간주된다(염재호, 1994, p. 21). 즉, 정책을 정책참여자를 둘러싸
고 있는 제도적 틀의 산물로 이해하며, 그렇기 때문에 정책분석에서 신
제도주의는 비교분석과 역사적 접근방법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비교분
석을 통해서는 제도적 특성을 이론적 개념으로 간주하여 인과관계 분석
을 가능하게끔 하여 의미있는 이론도출이 가능해지며, 역사접 접근을 통
해서는 장기간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형성된 구조적 틀을 하나의 독립변
수로 간주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염재호, 1994, p.
23).
신제도주의 관점에서는 정책을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행위
자의 행동지침을 제시한 공식제도의 한 종류로 정책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민창, 2001, p. 33).

“정책과정과 행위자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바라보며(전은경, 2013, p. 13), “단순히 외적 충격이 아닌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 내적 모순과 갈등, 그리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결과 제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하연섭,
2011, p. 163). 특히 최근에는 “구조적 변수와 개인의 의도성이 어떻게 상
호작용하는지 주목”하고 “제도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행위자의 역할과 권
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하연섭, 2011, pp. 170-171). 이와 같은
접근은 행위자와 제도적맥락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정책과정을 이해
하며, 정책을 “공식적 제도의 구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이민창, 2001, p.
25; 주성돈, 2011, p. 6), 정책변동을 제도적 맥락, 구조적 환경, 행위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게 한다(용태석, 2017,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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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제도주의 유형

신제도주의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학파로 발전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경제학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사회학적 시각에 기반한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정치학적

시각에

기반한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로 구분할 수 있다(Hall & Taylor, 1996). 이들은 제도를 중심
으로 연구한다는 데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제도의 속성 및 형성, 제도
유지, 변화 등에 있어서 입장 차이를 보인다. 각 학파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가장 먼저, 경제학에 뿌리를 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은 자
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선택을 내리는 것이라 전제하고
있다(하영진, 2015, p. 17).

20세기 초반 미국의 제도경제학자들은 현실의

경제는 신고전파 경제학에서와 같이 가격(price mechanism) 만으로 작동되
는 것이 아니라 법률, 사회적 관습 등 각종 제도에 의해 규정된다고 주
장하였다(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 정광호, 2012).
그러나 합리적선택 제도주의의 핵심주장처럼, 모든 개인은 합리적 방
법으로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개인의 합리성이 집단적 차원
에서 결합되면 비합리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하연섭, 2011). 따라서 어떻
게 개인의 행동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규율할 것인지, 이를 통해 개인
의 합리성을 집단적 합리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문제로
떠올랐고, 결론적으로 이를 해결해기 위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을 제도로 간주한다(박세인, 2010, p. 31).
결론적으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의 제도의 형성은 개인의 효용
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행위자들의 의도적 설계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렇
게 형성된 제도가 행위자들 간 균형에 도달하게 되면 다른 조건이 변화
하지 않는 한 균형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제도변화는 변화되었을 때의
편익이 전환비용보다 크고, 행위자들 간 각각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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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협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
도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
에만 관심을 가진다. 사회의 권력불균형 문제나 문화가 제도의 형성이나
개인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은 합리
적 선택 제도주의의 약점이라 할 수 있다(박세인, 2010, p. 23; 하영진, 2015,
p. 18)
다음으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학의 조직론에서 출발하여 조직
형태의 설계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조직형태가 영영 및 국가에 따
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강조한다(Hall & Taylor, 1996). 사회적 제도주의에
서는 제도를 더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규칙뿐만 아니라 인
지적∙문화적∙상징적 측면에서 사회적인 관계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개인
은 사회현상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이익과 선호 혁시 제도
적 맥락 내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박세인, 2010, p. 32).
따라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인지대상에 관심을
가지며, 제도는 규칙∙상징 등이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당연하 게 받아
들여질 때에만 제도로 인정된다. 즉, 제도의 생성은 특정한 사회질서나
문화패턴이 당연시 여겨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Meyer, Boli, & Thomas,
1994).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개인의 행위
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배태성(embeddedness)의 개념으로 설
명되며, 제도변화는 적절성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March &
Olsen, 1983). 즉, 제도가 개인 혹은 조직의 사회적 정당성을 제고하거나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에 의해서 제도변화가 이루어진다
는 것이다(김경희, 2013, p. 25). 그러나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성공적으로
제도화된 조직형태의 확산과 재생산에 대해서만 설명이 가능할 뿐, 제도
를 둘러싸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하영진, 2015,
p. 19)
마지막으로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학의 집단이론과 구조기능주의에
뿌리를 두고있다(Hall & Taylor, 1996). 역사적 제도주의는 각국이 당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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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맥락의 중요성과 맥락을 형성하는 역사를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기존의 분절된 설명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분석틀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즉, 제도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사회현상을 설명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맥락은 역사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휴양정책 역시 역사적 맥락에 따라 발전해 왔다는
가설을 전제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산림휴양정책 발전과정을 고
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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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각 학파별 제도의 생성, 유지, 변화의 인식구조
구분

합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제도가 인간활동의
제도생성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의
의도적 창설

산물이지만 인간의 의도와

제도형성은 인간의 의도 및

상관없이 사회적 해우이나

역사적 우연성

규범 측면에서 생성되며

제도형성의 역사적 맥락 중시

동형화 됨
내쉬균형의 구현
(제도의 균형점 반영)

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

제도적 관성
제도유지 (일단 존재하면 인간의 활동을

배태성(효율성과 무관)

제약하고 제도를 형성하는 기능)

현존 제도적 틀이 중요. 즉,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
및 제도의 지속성(비효율성)

제도변화비용>제도변화기대이익
(효율성)

제도는 정치적 갈등과 선택의
변화기제

행위자들의 합리적∙전략적∙계산적 가치와 의미의 축적된 산물.

산물인 동시에 정치적 전략과

선택의 산물(경제적 효율성)

행위자를 제약하고

문화적 인지(사회적 정당성)

형성(권력과정)
단절적 균형모형(외생적 변화는
행위자를 자극시키며 행위자
변화주체

능동적∙합리적
행위자(주로개인이나 조직)

환경의 역할에 비중

스스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전략을 조정)
제도적 역동성 모형(행위자의
전략적 행동)

제도는 궁극적으로 변화에
변화속도

점진적∙계획적∙불연속적∙단기간의
지속성

저항적이며 집합적인
구성체로서의 제도는 개인의

단절적, 급진적, 역동적

행동으로 쉽게 변형되지 않음
지속적이며 점진적

변화의도

경제적
능률성∙효용극대화(의도성)

생존을 위해 타조직 모방,

경로의존성∙역사적우연성(비의

사회적정당성(동형화)(의도성 도성), 정치적
부인)

이익∙선호(의도성)
외생적 변화는 현행 제도에서

변화효과 개인효용의 극대화

조직의 안정성, 생존,

추구하는 목표나 전략을 조성

자원획득 제고

새로운 행위자가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을 조성

자료 : 김윤권 (2005, p. 30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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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적 제도주의
(1)

역사적 제도주의 개념

역사적 제도주의는 기존의 행태주의적 접근이 국가들의 공통점만을
찾아 과도한 일반화를 통해 국가간 차이를 무시하였다는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국가간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차이점을 밝혀내기 위한데서 출
발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 특정한 발전순서의 지속적 영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사적(historical)이며 제도가 발전경로의 유산을 전달하고 조직화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institutional) ” 이다(Woodruff, 2000). 이처럼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행위를 둘러싼 거시적 구조와 제도적 맥락에 초점을 맞
춤으로써 개인행위와 개인 간의 관계를 구조화시키는 구조적 제약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가 독립변수이면서 종속변수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국가와 사회의 거시적인 제도적 구조가 개인
과 집단의 이해와 능력을 형성하고 제약할 뿐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선
택과 행위에 의해 제도 또한 변화”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Steinmo &
Thelen, 1992; 하연섭, 2011). 즉, 역사적 제도주의에서의 제도란 “행위자들
의 전략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표를 형성하고, 갈등 및 협력관계를 조정
함으로써 정치적 상황을 구조화 하고 정치적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핵심적인 인과요인”인 것이다(Hall, 1986, p. 19; 구현우, 2009, p. 39)
제도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발생하는 제도적
역동성이나 제약, 이념 등에 관심을 가지며, 그 중에서도 정책패러다임
혹은 정책사고 등과 같은 이념은 광의적 개념으로 제도 안에 포함되어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김윤권, 2005, pp.
308-309).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행위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기능도 하지만 행위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제도적 제약
요인을 가진다 하더라도 다른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제도와 연계하여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역사적 제도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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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에 대한 거시적이고 관계적인 이해를 돕
고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간 차이점과 한 국가 내에서 정책이 지
속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제도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구조화하여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적 산
물이 곧 정책이기 때문이다(Steinmo & Thelen, 1992; Weaver & Rockman,
2010).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개별국가에 내재된 제도
적 구조는 각 국가 고유의 정책패턴을 형성하는 핵심변수로 볼 수 있으
며, “제도적 구조의 지속성이 정책의 지속성으로 이어진다는 인과과설과,
제도적 구조의 변화과 정책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또 다른 인과가설”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구현우, 2009, p. 39)
결론적으로 정책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방법의
의의는 정책형성과정에서 제도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 맥락을 고찰함으로써 국가별 개별사례 분석을 가능하게 한
다는 점이다. 또한 유사한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국가들 간에 정책산출
및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존조직과 정책, 그리고 정책추진의 산출물로서의 제도를 형성하게 된
원인으로서의 제도와 제도적 맥락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향후의 정책결정
등에 있어서 한계와 방향, 전략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26

(2)

역사적 제도주의의 제도변화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에서의 제도변화는 크게 세 가지, 단절적 균형
(punctuated equilibrium), 경로의존적 변화(path dependence), 누더기식 변화
(patch work)로 나눌 수 있다(박세인, 2011).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절적 균형은 장기간 변화가 거의 없다가 갑작스러운 사건으
로 인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고생물학자인 Eldredge와 지질
동물학자인 Gould가 진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런
‘종(種)’의 대량멸종으로 단절되고, 새로운 종이 갑작스럽게 대량 출현한
다는 ‘단절적 균형’ 이론을 주장한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박세
인, 2011, p. 521). Kranser는 이를 바탕으로, “제도는 사회에서 일정기간 동
안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제도 내외의 모순들 이 제도의 완충
능력을 넘어서는 임계점에서 붕괴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제도가 등장”한
다고 주장하였다(Krasner, 1984, p. 521; 박세인, 2011). 단절적 균형 이론은
정책지속성을 지닌 제도가 외부충격으로 인해 급격하게 질적으로 다른
제도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
만 현재의 제도가 언제 어떻게 변할 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급격한 제도
변화를 일으킬만한 충분한 변화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이 없다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경로의존적 변화이다. 경로의존성은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
혹은 정책의 지속성을 설명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며, 시간적으로 먼
저 발생한 사건이 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Sewell, 1996). 다시 말해 현재의 제도는 사회가 거쳐온 역사적
산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에서 형성된 제도는 사회경제적 환
경이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장지호,
2008). 경로의존성은 제도를 이루는 기존의 틀과 행위자들 간의 관계 등
에 의해 기존 경로에서 새로운 경로로 이동하는 급격한 제도변화는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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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로의존적 변화는 시
간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외부충격에 의한 변화만을 설명
하는 정태적 분석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노명순, 2006).
셋째는 누더기식 변화이다. Skowronek (1982)는 “제도는 단절적으로 변
하나 점진적이고 새로운 제도는 기존 제도와 질적으로 다름”을 주장하였
다. 즉, 제도가 갈등과 균열을 거치며 중구난방으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
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누더기식 변화는 단절적 균형모형과 달리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남
을 강조하고, 경로의존 모형과 달리 변화된 제도가 질적으로 다름을 강
조한다(박세인, 2010, p. 43). 제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제도 변화를 일
으킬 수 있는 요인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는 관련 행위자들이 환경변화
에 대응하여 적절한 혁신정책을 도입하여 변화한다는 것이다. 즉, 행위자
들은 제도적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또는 더 확보하기 위해 제도변화과
정에서 서로 갈등하며, 이에 질적으로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 이 모형은
점진적 변화를 통해서도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도변화가 가능함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박세인, 2011, p.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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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

최근에는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에 있어 제도변화를 외부적 요인으로
만 설명하려고 하는 단절된 균형모형이나 경로의존모형 대신, 내부족 요
인을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점진적 제도변화 연구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Thelen (2003)은 이에 대해 단절된 균형모형과 경로
의존모형이 제도의 혁신적인 변화와 안정성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이 두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제도변화 행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한계
가 있다고 보았다. 제도는 점진적인 변화가 누적되며 완만하게 전환되는
것이며 그 과정 속에는 제도의 불연속성이 나타날 수도, 반대로 급격한
변화에도 제도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제도분석은 점진적 제도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며 이를
발생시키는 내부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이는 제도를 단
일체가 아닌 여러요소로 구성된 복합체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결
론적으로는 제도들의 결합을 통해 상위개념의 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하연섭, 2006).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제도정착과정에서 하위요소로 편입된 경우가 많고, 이에 따
라 제도 간 모순 혹은 긴장이 발생하기도 하며, 따라서 위계적으로 상위
에 있는 제도가 변화하면 하위의 다른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
세인, 2011, p. 522). 이러한 특성은 제도가 가진 중층성(institutional layering)
에서 초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점진적인 변화가 누적됨에 따라 완만한
전환이 나타나고, 결론적으로는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며 제도의 불연속
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Thelen, 2003; 박세인, 2011, p. 522).
제도변화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Mahoney와 Snyder는
제도변화의 원인을 구조적 접근, 제도, 자발적 접근으로 계층화하여 통합
적 설명을 하고자 하였다(Mahoney & Snyder, 1999). 여기에서 구조적 접근
은 거시적∙국내적 구조를 의미하며, 세계체제, 민족-국가 수준의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제도는 제도화된 이념과 공식적 조직∙규칙∙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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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소로 하며, 마지막으로 자발적 접근은 주관적 기준에 따라 정의된
사회적 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제도적 수준의 조직을 이끄는 구체적인 정
치리더십을 요소로 한다. 이러한 분석틀은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을
계층화하여 제도변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표 7).

[표 7] Mahoney & Snyder(1999)의 제도변화 분석 틀
분석적 접근

구조적 접근
통합적 접근
자발적 접근

분석계층

변수 예시

거시구조

세계체제, 국가적 문화

국내적 구조

사회계층

제도

정당시스템, 규칙

사회적 집단

집단

리더십

정부, 정당 등의 리더

하지만 이러한 계층구조적 접근은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Mahoney & Snyder, 1999; Mahoney & Thelen,
2010). 이후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점진적 변화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변수간 인과관계와 분석수준을 체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Mahoney와 Thelen은 점진적 제도변화 모형을 제시하였
다(Mahoney & Thelen, 2009). 이 모형(표 8)에서는 기존 제도주의 모형 이
인과적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극복하
기 위해 분석수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제도적 맥락, 행위자, 제도변화 간
의 관계를 가설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 모형에서는 행위자요인이 매
개요인으로 구성되어 외생적 요인과 내생적 요인, 제도변화의 관계구조
모형이

제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제도변화

유형으로

대체

(displacement), 층화(layering), 표류(drift), 전환(conversion)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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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Mahoney and Thelen의 제도변화 유형과 특징
유형

개념 및 특징
·

층화
Layering

완전히 새로운 제도나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현존규칙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는 변화를 지칭

·

기존의 제도작동 원리를 수정하거나 절충하는 등의 변화를 수반하기도 함

·

새롭게 추가(수정)된 요소 각각은 작은 변화이나 이러한 변화들이 장기간
축적되면 큰 변화를 야기하기도 함

·
표류
Drift

제도나 규칙 자체의 변경은 없지만 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제도나
규칙의 효과가 변하는 현상을 지칭

·

제도와 관련된 주체들이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발생

대체
Displacement

·

현존하던 제도나 규칙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변화를 지칭

·

일시적이고 급격한 대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의 과정이 느리고
완만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
전환
Conversion

제도나 규칙은 공식적으로 변동이 없으나, 해석과 집행이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지칭

·

제도 자체의 애매모호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주체로 인해 공식적인 규칙과
집행 간에 일종의 간극이 발생함

자료 : Mahoney and Thelen (2009); 허용창 (2017, p. 134)

국내의 연구자들도 점진적 제도변화를 모형화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
행하여 왔다(표 9). 주성돈 (2011)은 원자력정책 분석에 있어 환경적 요
인, 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으로 구분하고 과정지향적 관점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환경적 요인이 제도적 맥락과 행위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제도적 맥락의 정책패러다임, 정책결정구
조, 법∙규범은 원자력 정책결정의 제약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원자력 정책은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따라 점진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
운데, 외생적 사건으로 촉발된 정책변화가 단절적 균형상태를 보이기는
하나 결론적으로는 기존 정책의 제도적 맥락 속에서 행위자들의 상호작
용을 통해 점진적 정책변화를 이루고 있었다.
박세인 (2011)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 기반하여 통합적 분석틀을 통해 정책형성의 배경, 변화양상, 변화
요인을 이 형성된 배경, 변화양상, 변화요인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과
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기술수원기, 기술도입기, 호혜협력기, 외연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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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협력고도화기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분석변수는 독립변수와 매개변
수, 종속변수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변화요인으로서 독립변수에는 국제환
경과 국내환경 구조를, 매개변수에는 행위자와 상위제도를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의 제도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제도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진화는 구조적 변화에 의해 시작되
고, 점차 다른제도와 연계되며, 행위자인 정부의 전략적 선택행위로 발생
함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제도변화는 단절적 발생이 아닌, 제도적 중층
성에 의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김은미 (2012)는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통해, 한국주택정책 과정을
발아기, 형성기, 확대기, 고착기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주택정책 변화방향
을 제약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특성을 발견하여 주택정책 변화의 근본적
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원인변수를 환경요인, 제도영향 요인, 자원, 행
위자로 설정하고,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주
택정책은 통치이념, 산업구조, 행위자들의 관계, 주택예산에 의해 변화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주택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행위규
칙, 제도적 특성을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점진적인 제도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크게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을 중요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분석틀을 구성하여 한중일 3국의 산림휴양정책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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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점진적 제도변화 연구의 분석요인
연구자(연도)

연구대상

Mahoney&
Snyder

정치체제

(1999)
Mahoney &
Thelen(2010)
O’Sullivan(2007)

김윤권(2004)

김윤수(2007)

-

경제체제
중국
국무원

분석요인

세부변수

구조

세계체제, 민족-국가수준

제도

제도화된이념, 공식적 국내조직/규칙/절차

행위자

집단간 상호작용, 정치리더십

정치적 맥락

높은 재량권 / 낮은 재량권

제도의 특성

강한 거부가능성 / 약한 거부가능성

변화에이전트

반란자, 공생자, 파괴분자, 기회주의자

정책적 국면

경제체제의 전환

행위자

특성, 전략

구조

정치적사건, 정책실패, 경제실패, 국제적요소

제도

제도화된 이념, 정치제도, 법적제약

행위자

행위자, 전략

건강보험

외부요인

정치· 경제·사회적 환경, 제도적 맥락과 학습

제도변화

내부요인

이익집단의 정치적 상호작용
경제환경 : 주택경기/실물경기 변동,

환경

경제발전수준
주거환경 : 주택보급수준

김은미(2012)

노명순(2006)

박세인(2011)

한국
주택정책

대학입학
정책변동
과학기술국제협
력정책변동

제도영향요인
자원

주택관련 예산

행위자간의

행위자 : 정부, 주택구매자, 건설업자

관계

행위자들간의 관계

구조

정치적 요인

제도

이념, 정책결정과정, 사회의식과 문화

행위자

행위자, 행위자전략

구조

국제환경, 국내환경

행위자

정부

상위제도

과학기술정책: 시기별 과학기술정책
국제환경,

환경적
주성돈(2011)

조홍순(2006)

한유경,
김은영(2008)

원자력정책변동

통치이념
구조: 산업구조, 주택행정구조

국내환경(정치·사회문화·경제·과학기술적)

제도적맥락

정책패러다임, 정책결정구조, 법규범

행위자요인

행위자 특성(수, 유형, 역할), 행위자간 상호작용

역사적맥락

경로의존성

대학구조

거시적 구조

정치, 사회, 경제체제적 요소

조정정책

제도수준

제도화된 이념, 관형, 공식적조긱과 규칙, 절차

행위자수준

정책형성자, 집행자, 대상자 관계

구조

역사적 전환점

학교평가제도

제도

동형화

행위자

이념, 이익, 권력관계

자료 : 김경희 (2013, p. 5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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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한∙중∙일의 산림휴양 연구
경제성장기 이후 산림휴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일 3국의 산림휴양 정책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먼저,
산림휴양정책 전개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진행된 일본에서는 1950년
대 부터 산림휴양 연구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田中伸彦는 두차례에
걸쳐 임학분야에서 진행된 관광 및 레크레이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향
후 연구와 이에 따른 정책전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田中伸彦, 2008,
2011)(표 10).
[표 10] 일본의 시기에 따른 산림휴양 연구주제의 변화
시기구분

연구주제
1)산촌 지역의 종합적인 토지 이용을 고려한 관광·휴양에 관한 연구
2)자연휴양림에 관한 연구
3)도시 지역 · 도시 주민의 산림관광·휴양에 관한 연구
4)산림의 관광·휴양 기능에 관한 다면적 기능 연구

전후~1970년대 5)산림의 풍치 시업에 관한 연구
6)산림 관광·휴양 지역의 시설 및 비품에 관한 연구
7)관광·휴양 지역의 지역 구분에 관한 연구
8)현민의 숲과 산림 공원 등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9)관광 휴양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1)산림관광·휴양에 관한 임야 시책에 관한 연구
2)산림 관광 휴양에 관한 해외 조사 연구
3)자연의 보전과 산림 관광 휴양에 관한 연구
4)산림 관광 휴양 지역의 이용자에 관한 연구
5)산림 관광 휴양지나 시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1980년대
~1990년대

6)산림이 가진 관광 휴양 기능의 평가에 관한 연구
7)산림 공간에 대한 심리적, 생리적 연구
8)소유자·관리자·지역 주민 등에서 본 관광 휴양에 관한 연구
9)공익적 기능의 산림 관광 휴양 기능의 경제적 평가 연구
10)리조트 붐 아래의 산림 관광 휴양에 관한 연구
11)산림에 관한 관광 휴양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
12)요양 및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연구

자료 : 田中伸彦(20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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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연구에서는, 1960년대 초반까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산
림휴양 연구가 경제성장이 안정기로 접어든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
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임학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
음을 밝혔다(田中伸彦, 2008). 小野雅夫 (1950)의 역사적 명승지의 산림경
영과 풍치시업 연구를 시작으로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발전해 나갔는데, 田中伸彦는 전후부터 1970년대
까지의 임업분야의 산림휴양 연구주제를 9개로 정리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초기의 산림휴양 연구는 ‘토지이용’ 등 산림자원의 ‘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설의 조성이나 시업
과 관련한 연구, 지역의 숲과 산림공원 등의 운영∙관리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1980년대 경제성장이 안정기에 들어서며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두 번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의 연구동향을 살피며 산림휴양과 관련한 연구주제도 보다 풍부해졌음을
밝혔다(田中伸彦, 2011). 저자는 이 시기 임업분야 산림휴양 연구주제를
12개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전 시기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산림의 ‘공
익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휴양기능의 경
제적 가치, 인간에 미치는 영향, 요양 및 유니버설 디자인 등 보다 사회
복지적인 관점에서의 산림휴양 연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산림관
리∙행정의 패러다임이 ‘경제적 가치 및 기능 증진’에서 ‘공익적 가치 및
기능 증진’으로 옮겨온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인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관련분
야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표 11). 제3차 산림기본계획(산지자원화계획)
시기에는 휴양림 조성, 개발 및 경영 기반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
다. 이후 제4차 산림기본계획 시기에 들어서는, 산림정책연구회 (2006)의
연구에 나타나 있듯이 주로 산림휴양객의 특성 및 욕구파악을 통한 관리
방안 제시를 다룬 연구가 많았으며, 이는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인 자연
휴양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12). 같은 기간 내 산림청이
발주한 연구용역은 보다 종합적인 운영관리 정책개발∙전략수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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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수요자의 요구 대응 뿐만 아니
라 자연환경보전 및 지역주민의 욕구담보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용역의 경우 대부분 단기적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장기
적 관점에서 산림휴양 수요 창출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등은 부족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

[표 11] 한국의 산림휴양 관련 연구논문의 유형별 편수(1990~2006)
논문유형

편수

휴양객의 특성(동기, 태도, 선호, 만족도 등)

55

운영관리 및 정책

42

휴양자원/시설의 계획 및 평가

21

휴양가치 평가

12

경관 평가

10

자연휴양림 평가

9

휴양지 지역주민

9

휴양지 적지선정, 계획, 조성

8

기타

5

휴양수요

4

합계

175

자료 : 산림정책연구회 (2006, p. 4) 재인용

[표 12] 한국 산림청 연구용역 보고서 목록(1990~2006)
연도

연구제목

주요내용

2002

국유휴양림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진다

국유휴양림 재무구조 제시

2002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산림문화∙휴양 종합대책

미래 산림휴양 기본방향

2003

산림휴양 종합대책 수립 연구

산림휴양 실태 파악 및 중장기수요예측

2005

제5차 산림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산림기본계획을 위한 정책 개발

2005

친환경 산림휴양모델 방안 연구

국유휴양림 수급분석 및 특화

2005

산림교육∙문화 인증에 관한 연구

숲해설가 및 산림휴양 인증 관련

2005

산악구조대 구성 및 운영방안 연구

산악구조대의 운영방안

2006

산림문화∙휴양 장기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미래 산림휴양 기본방향

자료 : 산림정책연구회 (2006, p. 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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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한국의 관련분야 연구는 2009년 산림휴양이 산림교육,
산림치유, 산림레포츠 등으로 다변화되며 연구의 주제도 보다 다양해진
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 시기에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산림교육, 산
림치유, 산림문화, 숲길 등을 주제로 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표
13). 뿐만 아니라 숲해설을 시작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산림교육 연구는,
비단 산림∙임업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학 분야(신지연 & 이신영,
2017; 이재영 et al., 2010; 장희정, 2012)에서도 다루어 지고 있다. 건강 및
웰빙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산림치유를 주요 주제로 한 연구도 증가
하고 있는데, 「치유의숲」이 제도화 된 2011년부터는 그 증가추세가 더
욱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미나 & 오오현, 2016). 이후 한국
산림휴양 정책이 ‘산림복지’라는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이를 주제로 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표 13] 국립산림과학원의 시기별 산림휴양 관련 주요 연구주제
시기구분

시기

연구주제

제3차

1989~1991

휴양림 조성 연구: 예정지 적지평가 기준개발

산림기본계획(1988~1997) 1993~1995

제4차

휴양림 개발 및 경영의 합리화

1998~1999

자연휴양림 관리체계 정립

1999~2001

도시림의 자원실태조사 및 합리적 이용∙관리 방안 연구

2000~2001

산림휴양 장기수요 예측

산림기본계획(1998~2007) 2002~2004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

산림휴양∙경관자원의 관리방안 연구

2003~2007

도시림의 이용형태별 시업모델 개발

2005~2006

국유림의 산림휴양기능 확대방안 연구

2007~2010

숲을 이용한 건강∙치유 프로그램 개발

2007~2009

숲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방안 개발

2008

산림문화 자산 유형구분 및 조사체계 개발

2009~2012

산림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2010~2012

효율적인 숲길 조성관리 및 숲길거점 산촌지역 활성화 연구

2010~2014

산림치유 기반구축을 위한 통합의학적 응용기술 개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교육과정

2011~2012
2012~2015
2014~2017

유아숲 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운영기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형 산림교육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산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기술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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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7년 산림여행객수가 13.9억만명에 도달하는 등 산림휴양이
임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에 산림휴양 장소도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고, 산림휴양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도 매우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데, 林碧
虾등의 연구에서는 중국 학술DB를 통해 수집된 관련문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林碧虾, 郑才亮, 陈贵松, &
陈曼琳, 2018). 동 연구에 따르면, 중국 내 산림휴양 연구가 시작된 1992
년 이래 약 1,094편의 연구문헌이 검출되었으며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4>와 같이 연구분야는 총 5개로 정리할 수
있는데, 1)산림공원의 개발 및 관리, 2)국제산림관광 개발의 경험과 교훈, 3)
산업개발 측면에서의 산림관광 융합, 4)산림생태자원의 개발, 5)관광효율
성과 가치평가 가 그것이다. 중국 내 산림휴양은 산림공원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산림관광”이라는 하나의 산업 차원에서 더욱 활발히 논
의되어 왔으나, 다른 학문분야와의 교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
년부터는 산림관광생태안전 및 생태복지기능의 강화, 산림공원의 효익분
석 및 산림치유(森林康养)등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표 14] 중국의 산림휴양 관련 주요 연구주제
주제
산림공원개발과
관리

주요연구내용

주요키워드

국가산림공원, 산림공원,

산림자원, 관광업, 여행비용법, 산림, 산림공원종합체,

장가계, 여행객, 평가,

생태문명, 생태보호, 산림자원, 환경변화, 동적임계모델,

관광규획, 지속가능발전전략, 건강관광상품, 산림관광구, 태백산, 관광활동, 성장포인트,
관광경쟁력

중국임업경제, 고용, 시계열
레크리에이션 활동, 야생 동물, 산림, 삼림지, 중기 경제

국제산림관광 북미, 미국, 산림 휴양, 농지, 계획, 레크리에이션, 산림 경관, VAR 모델, 경관 생태학, 관광
발전경험

경제 기획

생태학 하중, 멀티미디어, 기하학, 다중 시나리오 계획,
생태계 간섭

산림관광융합과 대책, SWOT 분석, 장시성,

저탄소 관광, 도시숲, 경제 성장, 선도 산업, 지속 가능한

산림관광업 발전

집체림권 제도개혁

개발, 저탄소화, 산림여가, 통로, 관광 상품, 기획

산림 생태

산림 건강, 관광 논평, 공기

생태관광, 조경원림, 안휘성, 생태 문화, 종합평가, 생태적

자원 개발

부정적, 아들, 자연보호구역

가치평가 및

관광효율, 산림생태체계,

관광효율성

가치평가, 영향인자

지위, 경쟁력, 생태체험, 산림여행객
산업구조, DEA/TOBIT모형, 데이토표용분석, 산림생태관광,
생태안전, 서비스기능, 서비스가치, CVM, 휴양가치,
문화가치, 지불방법, 직업가치, 경영권, 보상의지

자료 : 林碧虾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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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별국가에서는 산림휴양과 관련된 연구가 정책의 도입과 발
전에 따라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양국간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련정책을 선(先) 도입한 국가에서부터 후(後) 도입한 국가로 이어져 온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상대국가의 정책도입사례를 교훈 삼아 본 국가에
적용할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실례로,
과거 일본에서 한∙일간의 산림휴양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金相潤 & 永田信, 1996)를 자세히 살펴보면, 산림휴양정책의 발전과
관련한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개별 국가의 제도적 변천과정을 사회
경제적 변화와 연관하여 상세히 고찰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사점
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이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에
따라 시차(일본→한국)가 존재하기는 하나, 사회적 요청에 따라 유사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이 밝혀졌다. 시책전개과정에서는 차이점도
나타나는데, 일본이 전문가에 의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법∙제도
적 기반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산림휴양 정책이 전개되는 데 반해 한국
에서는 시설조성과 법률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며 추후에 관련 법∙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국가간의 차이점을 밝히며 향
후 시책전개방향에 대한 교훈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王继庆 (2009) 은
일본과 한국의 산림휴양∙치유상품개발의 예를 고찰하며, 중국상황에 맞
는 도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각 국가의 정책도입과 전개상황이 다른 국가에게 중요한 교훈
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을 대상으
로 ‘산림휴양정책’을 비교한 연구는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폭넓게 고찰
되어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중∙일 협력사무국에서 ‘한∙중∙일
산림치유 용어 표준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외의 연구나 실
증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국의 문헌을
폭넓게 분석하여 향후 관련정책 추진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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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산림분야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산림정책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산림정책의 전반적 내용을 분
석하였거나, 산림정책의 변화에 따라 특정 정책이 변화한 경우, 산림정책
의 추후 과제에 대한 제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표 15). 이를 자세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용하 (2008)는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태
도를 연구하였다. 산림관련법과 산림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변화내용을 분
석하고 산림정책을 실질적으로 수립∙집행하는 산림청 공무원과 정책수립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산주, 임산업, 산악회, 공원회,
전문가 등)으로 나누어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은 산림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는 보속생산 산림경영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산림조성과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2001년 산림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이해관계자의 태도분석에서는,
이슈(산림의 다목적 이용, 산림정책 이슈 등)에 따라, 또 집단의 성격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주효진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산림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림행정
조직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산림정책방향이 산림자원 보존에서 보다
적극적은 서비스 창출기능으로 전환되는 가은데, 적합한 산림행정조직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농림부 소속 개편, 환경부 소
속 개편, 국토해양부 소속 개편 등 세가지 방안을 도출하여 각 방안별
강∙약점을 제시하였다.
이종열 (2013)은 국내 산림정책의 발전과정을 패러다임 변천으로 접근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변수로 법∙제도, 추진주체, 주요정책을 설정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우리나라 산림행정 패러다임을 산림행정 생성
기(1972), 발전기(1973-1997), 성장기(1998-현재)의 세단계로 구분하였다.
최근에는 산림자원의 활용, 휴양∙건강∙복지 증진, 글로벌 산림협력, 순환
이용, 자연환경보전, 산림재해방지, 수원함양 등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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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장제원 (2016)은 산림정책 변동을 연구하였다. 저자는 산림정책 패러
다임 변화 분석을 위해, 기존의 산림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
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전망하였다.
한편 5차 산림기본계획 상의 산림휴양정책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유
리화, 하시연, 전준헌, 김재원, & 김재준, 2007).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림기
본계획과 부문별 기본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산림휴양 정책은 기존
계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용과 범위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산림정책 전반의 변화를 고찰한 연구는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림휴양정책 만을 대상으로 변화를 고찰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산림휴양정책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산림휴양정책 발전과정도 함께 고찰함으로써 향
후 한국의 산림휴양정책의 전개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표 15] 산림분야 정책변동에 관련한 선행연구
연도

저자

주제

2007

유리화 외

제5차 산림기본계획상의 산림휴양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

2008

김용하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변화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태도연구

2009

주효진 외

산림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림행정조직 발전방안 모색

2010

윤여창 외

산지∙산림관리의 패러다임 연구

2013

이종열

산림정책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천과정 분석

2016

장제원

산림정책의 정책변동 연구

2015

장제원 외

2017

이춘원

산림정책융합에 관한 연구
-산림이용 개발 및 보전의 융합 패러다임으로 변화산지관리 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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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북아 주요국인 한∙중∙일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산림휴양수요에 따라 개별국가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수행
되어 왔으나,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간 비교사례연구를 수행한 경우
는 부족하다. 특히, 그동안 개별국가 단위에서 산림정책의 변동을 설명하
기 위해 다수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산림휴양분야에 국한하여 그 과
정을 설명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기존의 산림휴양 연구는 개별
국가 단위에서 현황파악이나 휴양이용행태, 휴양활동이 인간/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대부분이며 정책과 관련된
이론을 적용하여 정책과 정책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
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의 산림휴양정책발전과정을 쳬계적으로 고찰하고, 비교분석하여 산림
휴양연구에서의 이론적 범위를 확장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추진 방향
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산림휴양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이와 관계된 다양한 대내
외적 변수들의 변화와 함께 보다 넓은 관점에서 한 국가의 산림관리 전
략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한 그동안 유럽 등을 중심으로 산림휴양과 관련한 지역단위 연구가 다양
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
다는 점에 있어 기타 아시아 국가의 산림휴양 정책추진에 있어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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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범위
산림휴양 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산
림휴양정책, 관련 행정 및 법규, 자원 및 상품, 마케팅 등)와 지역(아시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지리적 인접성, 사회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한중일 3국을 공간
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각 국가의 산림중앙부
처 설립된 이후 시기부터 현재로 한정하였다(표16). 일본의 임야청은
1949년, 한국의 산림청은 1967년, 중화인민공화국 임업부는 1954년(전신
은 1949년 중앙인민정부임간부(中央人民政府林垦部)) 을 기준으로 보았다.
내용적 범위는 다소 포괄적인 ‘산림휴양정책’의 개념을 확실시하기 위
해, 각 국가의 산림중앙부처(일본 임야청, 한국 산림청, 중국 국가임업과
초원국∙국가공원관리국(前 국가임업국))에서 다루고 있는 ‘산림휴양’과 관
련된 정책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산림’의 표현과 관련하여, 일본과 중
국은 산림(山林)대신 삼림(森林)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맥락상 ‘산림’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또한 일본은 ‘산림휴양’
을 ‘산림레크레이션(森林レクリエーション)’으로, 한국은 산림휴양 이외
에도 ‘산림복지’등으로, 중국은 ‘산림여게(森林游憩)’, ‘산림여행(森林旅
游)’, ‘산림양생(森林养生)’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정책맥락 상 ‘산림휴양’
과 유사한 개념을 갖는 정책은 모두 포함하였다.

[표 16] 연구의 범위
분류

내용

공간적 범위

한국, 중국, 일본

시간적 범위

국가별 산림관련 중앙부처 설립시점∼현재

내용적 범위

국가임업과초원국∙국가공원관리국(前 국가임업국))에서 다루고 있는

각 국가의 산림중앙부처(일본 임야청, 한국 산림청, 중국
‘산림휴양’과 관련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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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모형
1. 분석의 틀
사례연구는 “비교 및 대조가 가능한 국가, 지역권, 문화 등의 특징과
역사 등의 독특한 실체(Singular Entities)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으며, 사
례를 의미있는 복잡한 사건과 구조의 형상(configuration)으로 다룬다는
특징”이 있다(Ragin, 1994; 김추린, 2018). 본 연구는 세 국가의 역사적, 제
도적, 사회적 맥락을 통한 정책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량적이기 보다는 내용분석 위주의 서술적이고(descriptive), 분석
적(analytical)인 질적 연구방법(qualitative study)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중∙일 3국의 산림중앙부처 설립이래 각 국
가의 산림휴양정책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3국가간 산림휴양정
책 발전과정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전개방향을 고
찰하는 것이다.
산림휴양 정책발전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외생적 요인과 내생적 요인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책변
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외생적 요인에는 구조적 환경을, 내생적 요인에
는 제도적 맥락과 행위자를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이 세
가지 분석요인들을 외생적 요인(구조적 환경)-내생적 요인(제도적 맥락,
행위자)-정책변동(법/주요정책)의 관계구조로 도식화 하였다. 국가간 상호
비교를 위한 발전단계의 구분은 각 국가의 산림중앙부처 후 설립부터 현
재까지의 기간 중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법∙제도 등장에 따라 정책태
동기, 정책형성기, 정책발전기, 정책확충기의 네 단계로 조작화하였다. 산
림중앙부처가 설립된 이후부터 산림휴양정책이 산림정책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정책태동기로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산림
휴양정책이 법∙제도적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부터를 정책형성기,
이어서 산림휴양의 법적 위치가 명확화 된 시점부터의 시기를 정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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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정책방향이 전환되거나 확충되는 법∙제도
적 조치가 등장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정책확충기로 설정하였다.

구조적 환경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변화계기/제약

환경적 요인

행위자

제도적 맥락
산림법

변화계기/제약

변화계기/제약

산림정부기관

T 시점

T 시점

n

0

기존정책

변동정책

법/정책

법/정책

주요사업

정책변동

[그림 2] 본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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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2. 분석변수의 정의
(1)

외생적 요인

1) 구조적 환경
현재의 정책이 역사적 산물이라면 정책이 형성된 맥락을 이해하는 것
은 당연하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요인으로
제도의 상위맥락을 이루는 구조를 포함한다. 구조는 제도를 구성하는 핵
심요소로서, 제도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국제적, 국내적 변
수들을 포함한다. 구조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지만,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사건에 의해 급진적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는 행위자를 제약하기도 하나, 제도의 제약범위 내에서
행위자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김경
희, 2013, p. 61). 반면, 행위자의 교체, 행위자의 이해관계, 목표, 선호, 능
력의의 극명한 노출과 대립을 초래하여 권력투쟁을 촉발하는 계기를 마
련해 줄 수도 있다(김윤권, 2005, p. 315). 이때 구조는 제도를 매개로 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즉, 행위자는 제도를 통해 구조를 형성하고 구조는
제도와 행위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휴양정책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
조적 수준으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
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소득증가를, 사회적 요인으로는 국가의 휴양/관광
/여가 정책동향을, 환경적 요인으로는 국가의 환경정책 흐름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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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생적 요인

1) 제도적 맥락
제도는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정책형성과 변화에 핵심변수로 작용한다.
제도는 과거 행위자들의 활동의 결과로 형성되어진 것인데, 이는 다시
현재 행위자의 행위를 지배한다. 즉 구조적 틀을 형성한 과거의 제도는
제도변화에 있어 강력한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해당되는 요소 간 용어구별도 명확하지 않다. 기존연구
에서는 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이념이나 정책결정의 과정, 정치행정 구조,
정당구조, 행정부 구조, 담당조직, 상위법령 등을 제도적 수준으로 선정
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휴양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
위법령이 될 수 있는 산림법을 제도적 수준의 분석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행위자
행위자는 목적달성을 위해 합리적∙전략적∙의도적 선택을 통해 장기적
으로 제도를 형성한다. 즉 행위자는 구조와 제도의 영향을 받는 객체이
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도를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변화의 주체인 것이다.
따라서 정책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있는 행위자의 특성과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험적으로 행위자와 제도 간 명확한 구분은 어렵고 중첩될 수 있으
나, 행위자의 본질은 이해관계와 능력(capacities)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
서 행위자는 원자화∙과소사회화 된 개인이라기보다는 집합적이고, 구체
적 제도 내에서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능력은 식별될 수 밖에 없다(노명
순, 2006). 행위자를 집합적으로 인식할 경우 경우에 따라 제도와 중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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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지만, 집합적 행위자가 이해관계와 능력을 행사할 경우 주요 행
위자로 간주할 수 있다(김경희, 2013, p. 64).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산림정책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바탕으로, 산림휴양정책변동에 있어 주요행위자를 산림중앙부처로 설정
하고, 3국의 산림중앙부처의 산림기본계획의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행위
자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정책변동

일반적으로 정책은 “일관성 있는 행위들로 구성된 정부의 결정들로서,
달성해야 할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방안등을 포함하고 있으
면서, 외부의 환경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
다(남궁근,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휴양정책발전을 정책변동으로
보고, 점진적 제도변화 모형을 정책변동의 모형으로 설정하여 발전과정
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점진적 제도변화는 경로의존적 변화에서
말하는 결정적 사건에 의한 급진적 변화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행위
자들의 영향력을 통해 느리고 단편적으로, 혹은 부분적 변화가 축적되며
중층화(layering)되는 변화를 의미한다(Streeck & Thelen, 2005).
기존의 점진적 제도변화 모형에서 제도변화 정도의 측정은 기존의 제
도와 새로운 제도를 기준으로 대체, 층화, 표류, 전환, 소진 등으로 분류
하고 있다(Mahoney & Thelen, 2010; Streeck & Thelen,2005).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정책의 형성과 소진을 추가적으로 정책변동의 범주에 포함한 기존
의 연구(김경희, 2013)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도 이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정책의 형성 또는 기원(origin)이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서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규칙을 만드는 현상”을 의미한다(하연섭, 2011).
대체(displacement)는 제도적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에 잠재해 있던 하위제
도들이 부각되는 것으로서(남궁근, 2008),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책이 새
로운 정책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책의 층화(layering)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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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정책에 새로운 정책이 추가적으로 덧붙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표류
(drift)는 환경변화로 인해 기존정책의 영향받는 것으로서 환경변화에 따
라 정책변화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고의적으로 방치됨에 따라 나타
나는 현상이다. 정책의 전환(conversion)은 제도나 규칙은 공식적으로 변
동이 없으나, 해석과 집행이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마
지막으로 정책의 소진(exhaustion)은 시간에 따라 파괴되거나 소멸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되는 정책변동을 변동유형과 내용으로 구
분하여 산림휴양정책 변화의 중층화 과정을 심도있게 고찰하고자 하였다.

[표 17] 본 연구에서의 정책변동 유형
형성

대체

층화

표류

전환

소진

기존정책 제거

-

Yes

No

No

No

Yes

기존정책 무시

-

-

No

Yes

No

-

-

-

No

Yes

Yes

-

Yes

Yes

Yes

No

No

-

기존정책의
변화된
영향력/집행
새로운 정책의
생성

자료 : Mahoney and Thelen (2009); 김경희 (2013, p. 66) 수정

이상의 분석요인과 분석기준을 종합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 본 연구의 분석변수
구분

변수
독립변수

수준
구조적 환경

변동요인
매개변수
분석대상

종속변수

주요항목

경제적 요인

소득증가

사회적 요인

관광/여가정책

환경적 요인

국가환경정책

제도적맥락

상위법

산림법

행위자

산림중앙부처

국가산림기본계획 목표

정책변동

산림휴양정책

법/정책/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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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산림휴양정책 변동요인의 변화양상에 따른 산림휴양정책
변동을 살펴보고, 국가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정책변동
의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가설을 설정하고 계량적 방법으로 가설을 검증
하는 통계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사
전지식이 있는 설문대상에게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어렵다. 뿐
만 아니라 통계적 방법론으로는 정책변동 원인과 변동과정을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방
법을 통해 국가간 폭넓은 비교고찰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어떻게(how) ’,‘왜(Why)’라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전체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방법이
다(Yin, 2017). 사례연구는 대상이 되는 사례의 수에 따라 단일사례연구,
다수사례연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중∙일 3국의 산림
휴양정책을 사례로 선정한 다수사례연구로 볼 수 있다.
사례연구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연구문제’
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의 선정, 자료의 수집과 분석, 결과
의 해석과 일반화 단계에 있어 사례연구의 타당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
하다(김병섭, 2010). Yin은 이를 위해 <그림 3>과 같은 사례연구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사례 비교분석
사례선정
이론적

개별사례

분석틀
개발

분석
자료수집

개별사례
연구결과
작성

이론검토 및 수정

규칙
만들기

연구함의 및
결론도출

[그림 3] 사례연구방법 및 절차
자료 : Y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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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과거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회경
제적 변화와 산림휴양정책의 발전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폭넓은 문헌
고찰을 시도하였다. 우선 3국의 산림∙임업 중앙부처 12 를 중심으로 발간된
정책자료(중앙정부 방침, 국가단위기본계획, 정부보고서, 관련기관 보고
서) 등을 검토하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임업통계 13 및 국
제기구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국가별 학술연구포털14을 활용
하여 관련 연구논문 및 연구보고서, 발표자료를 2차자료로 활용하여 부
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표 19).

[표 19] 본 연구의 사례분석 프로토콜
구분
연구개요
자료수집

프레임 설정

사례연구문제 목록

12
13

내용
·

산림휴양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문제 설정

·

산림휴양정책의 정책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 설정

·

자료원 : 연구자료, 통계자료, 신문기사, 웹페이지 등

·

국가별 산림휴양정책 발전과정 고찰

·

국가별 산림휴양정책 정책변동 영향요인 도출

·

국가별 산림휴양정책 정책변동 영향요인과 정책변동 관계 설정

·

국가간 발전단계별 비교분석

·

산림휴양정책 변화 배경

·

산림휴양정책변동의 영향요인 – 외생적, 내생적

·

산림휴양정책의 외생적/내생적 요인과 정책변동의 관계

·

국가간 산림휴양정책발전단계별 비교

한국(산림청), 중국(국가임업과초원국·국가공원관리국), 일본(임야청)
산림분야 통계 : 한국(임업통계연보), 중국(임업통계연감), 일본(산림·임업통계요람)
국제기구 통계자료 : 월드뱅크 https://data.worldbank.org/

14

한국(http://www.riss.kr, http://kiss.kstudy.com, http://www.dbpia.co.kr )
중국(https://www.cnki.net), 일본(https://www.jstage.jst.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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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가별 산림휴양정책 발전과정
제 1 절 일본
1. 개요
(1)

산림현황15

일본은 아시아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나라로서 43개 현(県),
1개 특별도(都), 1개 도(道), 2개 부(府)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도는 동경
(1,268천명)이다. 전체 국토면적 3,779만ha중 66%(2,510만ha)가 산림면적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에 걸쳐 길게 뻗은 국토의 특성에 따라 다양
한 형태의 산림을 이루고 있다. 산림은 인공림(41%), 천연림(53%), 죽림
(0.6%), 무림목지(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0, 표 21).

[표 20] 일본의 용도별 산림면적 비율
전체 산림면적

생산림

토양수자원보호

사회적 기능

25,097(천ha)

17%

70%

13%

자료 : 임업경제경영연구소 (2014)

[표 21] 일본의 임상별 산림구분
구분

계

인공림

천연림

죽림

무림목지

면적(천ha)

25,097

10,347

13,383

159

1,208

축적(㎥)

4,431,737

2,651,307

1,779,393

-

1,037

자료: 임업경제경영연구소 (2014)

일본의 산림자원은 전후(戰後) 조림한 인공림이 적절한 임령에 도달하
여 임목축적이 연간 약 7천만㎥ 증가하고 있다. 산림에 대한 수요가 다
양화∙다변화됨에 따라 1996년 「산림자원에 관한 기본계획」개정을 통해
보육 및 간벌, 복층림 육성, 재해예방, 수원함양 등 공익적 기능 증진 도

15

(임업경제경영연구소, 2014)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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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위한 산림정비에 힘쓰고 있다. 일본의 국유림 비율은 31%, 사유림
비율은 58%(공유림 제외)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유림에는 국립공원 면적
등이 포함되어 있다(표 22). 국유림의 산림경영은 공익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유림은 목재생산 등의 경제적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표 22] 일본 소유별 산림구분
면적(천ha)
구분

합계

인공림

천연림

7,623

2,355

4,646

63

9

소계

1,686

공유림

인공림

천연림

622

1,071

421

649

45

9

7

3

5

2,364

4,697

631

1,078

424

654

2,830

1,247

1,449

6

128

484

295

190

사유림 14,535

6,724

7,217

150

445

2,864

1,931

931

국유림 타부처

죽림

무림

합계

임야청

사유림

축적(백만㎥)

목지

기타

46

12

27

3

4

6

3

3

소계

17,411

7,983

8,693

159

577

3,353

2,228

1,126

25,097

10,347

13,383

159

1,208

4,432

2,651

1,779

합계

무림
목지

1

1

자료 : 임업경제경영연구소 (2014)

(2)

산림행정 체계

일본의 산림행정은 수산청과 함께 농림수산성의 외청중 하나인 임야
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임야청은 2차대전 이후 농림부 산림국을 임야국
으로 개칭한 이래, 1949년 임야청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2001년 산림종
합연구소와 임목육종센터를 독립적인 행정법인으로 분리시켰다. 2019년
현재 임야청은 일본 산림정책을 총괄하는 임정부와 사유림 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임정정비부, 국유임야사업을 담당하는 국유임야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기술종합연구소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역의 산림정책
은 지역산림관리국에서 총괄한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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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청 장관

임야청차장

산림기술종합
임정부

산림정비부

국유임야부

(사유림)

지역관리국

연구소

지역관리서
임정과

계획과

관리과

기획과

산림이용과

경영기획과

경영과

정비과

업무과

목재산업과

치산과

목재이용과

연구지원과

[그림 4] 일본 임야청 조직구성
자료: (임야청, 2019)

임야청의 임무는 산림의 보속배양, 임산물의 안정공급과 확보, 임업발
전, 임업종사자 복지증진 및 국유 임야 사업의 적절한 운영 도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농림수산법 제30조). 업무는 크게 국유림 행정과 사유림
행정으로 나뉘어져 이루어 지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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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임야청의 정책 및 사업 추진영역
사유림 행정

국유임야사업
국토보전, 수원함양, 자연환경 보전∙형성 등

조림∙임도의 개설 등을 통한 산림정비의 추진

산림이 지니는 공익적 기능의 고도발휘

치산 사업의 추진, 보안림제도와 산림보험의 운영

복층림과 천연림 등 다양하고 건전한 산림육성

목재의 수급안정, 임산물의 생산유통대책

목재의 계획적∙지속적 공급
레크레이션 이용을 위한 시설정비,

임업의 신규취업자 대책, 임업인 지원

사람과 산림 간 교감의 장을 창조

산림조합의 지도감독, 산촌진흥대책
국제협력사업단 등을 통한 임업기술협력
자료 : 김종호, 김성학, and 김예지 (2016)

일본의 산림관련 법 체계는 「산림법」과 「임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림법」은 산림계획과 보안림, 산림에 대한 기본사항
을 주로 다루며, 산림생산력 증진을 통한 국토보전 및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최초 1897년)되었다.「임업기본법」은 1960년대 이후 도시
화로 인해 산촌인구와 임업종사자가 급감하며 임업생산력 강화 및 임업
종사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적 시책 제시를 목적으로 제정(최초 1964
년)되었다.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산림에 대한 수요가 다양
화∙다변화됨에 따라 임정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001년에는
기존의 「 임업기본법 」을 개정하여 「산림∙임업기본법 」제정하였고, 이
를 통해 산림 및 임업 정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
임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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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일본의 산림관련 법률
구분

명칭
산림∙임업기본법, 산림법, 산림의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림조합법,
산림조합합병조성법, 임업종묘법, 종묘법, 산림병해충등 방제법, 산림국영보헙법,
산림보헙특별회계법, 분수림특별조치법, 산사태 등 방지법, 공공토목시설 화재복구사업비

법

국고부담법, 천재에 의한 피해농림어업자 등에 대한 자금의 유통에 관한 잠정조치법,
임업∙목재산업개선 자금조성법, 임업경영기반강화 등의 추진을 위한 자금의 융통 등에 관한
잠정 조치법, 국유임야사업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유임야사업특별회계법, 산촌진흥법,
반도진흥법, 중소기업경영혁신지원법, 목재안정공급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회임야등에 관계된 권리관계의 근대화조장에 관한 법률, 녹색모금에 의한 산림정비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업시설 화재봅구 사업비 국고보조의 잠정조치에 관한 법률,

법률

특별재정원조 등에 관한 법률, 국유임야관리경영에 관한 법률, 농림물자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 조수보호 및 수렵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절멸 위기의 야생동식물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임업노동력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

자료 : 오승은 (2009)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산림휴양정책의 전개
(1)

전후~1960년대

일본 산림휴양 정책의 기원은 1911년 제27회 제국의회에서 채택된
「국설공원 설치에 관한 건설 방안」과 1915년 「보호림 설정에 관한 건
(林第144號)」의 통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자는 일본 내 국
립공원 설립의 첫 움직임으로써, 1911년 국립공원 설립에 관한 의견의 최
초 제안된 이래 1927년에는 국립공원 설립추진 기관으로 국립공원 협회
가 설립되었고, 1930년 국립공원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 1931년에는 「국
립공원법」이 제국의회를 통과하기에 이른다. 이 법에 따라 1934년 일본
내 최초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었고 1957년에는 도립∙시립공원 등의 법제
도적 기반을 제공하는「자연공원법」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후자는
「보호림제도」창설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풍치보호림」
지정이 제도화되었고, 이는 국유림내 풍치 상 중요한 산림을 보호하여
휴양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된 법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이 시
기에는 산림관리와 관련하여 1919년 「도시계획법」, 「사정명승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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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물법」등이 공포되며 현재의 풍치지구나 천연기념물 지정제도 등의 기
초를 갖추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1930년에는 국제관광국이 설립되는 등,
일본 내의 관광휴양 시책이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어 나가며 관련정책 추
진이 점차 구체화되었다.
행정적인 측면 이외에도, 이 시기는 산림휴양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높아지던 시기였다. ‘산림미학(1918년)’출간, ‘조원개론(1918년)’등이 학계
에서 간행되며 산림이나 녹지가 가지는 보건휴양 기능을 학술적으로 해
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1925년 (사)일본조원학회가
설립되는 등 산림휴양 기능을 학술적으로 고찰하는 본격적인 학문의 장
이 마련되게 되었다. 또한 1921년 일본산악인이 알프스를 첫 등정한 것
을 계기로 일본에 암벽 클라이밍 등이 소개되어 서구형의 산악관광∙휴양
활동도 활발해져 갔으며, 1923년 제1회 일본 스키선수권 대회가 개최되는
등 산악지형을 활용한 레저∙스포츠도 점차 풍성해져 갔다.
그러나 이처럼 점차 활성화되던 산림에서의 관광∙휴양 활동은 2차세
계 대전을 맞이하며 급속히 축소되게 된다. 산림휴양과 관련한 정책이
재등장하게 된 것은 1945년 종전 이후이다. 1946년 국립공원행정이 재개
되고, 운수성에 관광과가 설치되며 업무가 재개되었고 1949년 임야청이
농림수산성 산하에 발족하며 본격적인 업무추진체계가 마련되었다.
전후 산림복원 등을 위해 1951년 「산림법」이 개정되며 「산림계획
제도」, 「벌채허가제도」, 등이 도입되고「국유임야법」이 제정되며 보
다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었다. 특히「보안림제도」의 개편을 통해 기
존의 ‘위생림’이 ‘보건림’으로 개칭되기도 하였다.
국립공원 행정도 1946년에 후생성 공중위생국 보건과의 소관 하에 부
활하여, 1948년에는 「국립공원 선정 표준」이 마련되고 1949년에는 「국
립공원법」이 개정 공포되었다. 이를 통해 「특별보호지구」와 「국정공
원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또한 국립공원 내의 산림과 관련하여서도 기
준이 정해지게 되어 1950년에는 「국립공원 구역 내 산림시업 제한 세목
(25林野3228)」이 임야청 장관으로부터 후생성 국립공원 부장 앞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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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이어 1951년 제정된 「산림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내의 삼림의 취급에 대해(26林野13168)」등이 공포
되며 국립공원 내 특별지역∙특별보호지구를 제한림으로서 취급한다고 통
지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관광∙휴양 진흥을 위해 다른 부처에서도 여러 움직
임이 나타나는 시기였다 후생성에서는 1954년 「국민보양온천지제도」가
개시되었고, 1946년 운수성에 관광과가 설치된 이래 도∙현 단위에도 관광
기관이 설치되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1947년 「노동기준법」이 제정
되며 여가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어 1948년 「국
민축일에 관한 법률」의 공포는 국민들의 관광∙휴양∙여가 시간을 보장하
는 큰 계기가 되었다(표 25).

[표 25] 임야청 설립이전(~1949) 주요 산림휴양 및 관련 정책
산림휴양정책

기타 관광∙여가 관련 정책
1927 수원함양조림보조규칙 제정
(공익기능 조성제도 기반초석 마련 계기)
1929 조림장려규칙 제정
(공익기능 조성제도 기반초석 마련 계기)
1931 국립공원법 제정

임야청 1911 국설공원 설치에 관한 건설 방안

1934 일본최초 국립공원지정

설립

1915 보호림 설정에 관한 건

1946 국립공원행정 재개

이전

1934 산림법에 공원조성 지정

1946 운수성에 관광과 설치
1948 국립공원선전표준 책정,
관광사업심의회 설치
1948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 제정
1949 국립공원법 개정
(특별보호지역, 국가지정공원)

이처럼 전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의 임정은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
가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1950년
대 후반에 들어서는 전후 복구의 마무리와 함께 산림정책에 있어 관광∙
휴양 정책이 조금씩 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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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국유림 생산능력 증강계획」, 1961년 「국유림 목재증산 계
획」등의 수립은 여전히 국유림에 있어 목재생산 기능이 가장 중요시 됨
을 암시하고 있으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관광∙휴
양 수요에 대응하여 이를 위한 정책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56년에는
등산인구가 늘며 국유림 산악지대에 처음으로 ‘피난오두막’을 설치하였
고, 1961년 「피난 오두막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36林野政 1790)」이 통
달되어 국유림 내 피난오두막의 건설과 관리에 있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였다. 또한 1959년에는 「국유림 내의 스키장 취급 요령(34林野政5311)」
의 제정을 통해 국유림 내에서의 「국설스키장제도」가 개시되기에 이른
다. 이는 전후 레저 붐(boom)에 의해 관광∙휴양인구가 늘고, 이에 산악지
대에서의 스키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또한 1961년에는 「국민휴가촌 제도」가 창설되어 보다 본격적인 산림휴
양시대를 예고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증가하는 휴양수요에 대응하고자 타 부처에서도 많은 노력
을 기울인 해였다. 건설부는 1956년 「도시공원법」제정을 통해 도시민
들의 휴양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1963년에는 「관광기본법」제정을
통해 국가 관광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임정에 있어서의 산림휴양정책은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더욱 적
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1963년 「국유 임야 관광 보건 휴양 기능 자원
조사 (38林野計665)」를 통해 일본 국유림의 관광∙휴양자원과 기능에 대
한 기초자료가 구축되었고, 1964년에 이어진 임정심의회로 하여금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1965년에는 중앙산림심의회
가 「국유림 사업의 대응책」에서 공식적으로 “국유림 사업은 보건휴양
의 확보, 자연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를 밝히는 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66년에 과학기술청 자원개발조사회가 「자연휴
양지로서의 산림 보전 개발에 관한 권고」를 발표하였다. 이 권고에서는
"국가적 견지에서 자연휴양지로 보존해야 할 산림지역을 조속히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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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확보하여 휴양수요에 대한 적정한 수용 태세를 정비 강화해야함”을
명시하였고, 특히 "국가가 소유한 산림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자연휴
양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휴양자원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
가소유의 산림에 대해서는 자연휴양지의 보호와 개발을 계획적이고조화
롭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제를 시급하고 적극적으로 추
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16.
이 권고는, 1964년 「임업기본법」이 제정되며 목재생산중심의 시책체
계로 인해 자칫 경시될 뻔하였던 산림휴양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의 권고와 함께 1966년에는 메이지 100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16개소에 현민의 숲이 설치되고, 1966년 「국유림
내 설치하는 야영장의 취급에 대해서 」 가 공포되며 처음으로 국유림에
‘국설야영장’이 설립되었다. 이후 1967년에는 숲길 조성이 주요한 사업으
로 부상하였으며, 1968년 「국유림의 온천의 취급에 관하여(42林野管154)」
등이 공포되는 등 증가하는 휴양수요에 대응한 정책들이 발표 및 시행
되었다. 그러나 일본 임정에 있어 본격적인 산림휴양정책의 전개는 1968
년의 ‘자연휴양림 취급에 대해’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사업초기 충분한 조사와 임정심의회의 검토를 통해 준비되었으며,
본 제도를 기점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이 적극 추진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후 임정의 복원에서부터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한 산림휴양정책은 1960년대 고도성장기에 들어서며 휴양수요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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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총 여섯가지의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1)자연휴양지로서 보존 및 개발해야 할 산림지역을 구분 및 확보하고, 휴양수요에 대한 적정한 수용 태세
를 정비·강화해야 한다. 국가가 소유한 산림에 대해서는 자연휴양지의 보호와 개발을 계획조화적으로 추진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체제를 긴급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타 삼림에 대해서는 그 보
호관리의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한 보상 및 매입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2）풍치보안림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한 후, 그 지정기준을 책정해, 실시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3) 자
연공원, 사적명승천연기념물, 기타 자연휴양지 현지보호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4) 공중도덕, 자연보호 등
의 교육지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산림의 풍치적 취급 기술의 확립과 취급에 관한 교육체계의 충실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자연휴양지 관련 행정의 큰 부분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처의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조정을 위한 특단의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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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증가함에 따라 더욱 본격적으로 임정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는 일본 임정의 기본방향이 경제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목
재생산’ 에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산림휴양정책 마련이 요구되
어졌다. 그러나 앞선 정책시도들은 1960년대 후반 국유림 내 자연휴양림
제도가 도입되며, 국유림을 중심으로 산림휴양 정책추진의 기반이 마련
에 기여한다(표 26).

[표 26] 1950~1960년대 주요 산림휴양 및 관련 정책
년도

1950년대

산림휴양정책

기타

1950 국립공원구역 내 산림시업제한

1953 국민보양온천지제도 실시

1956 국유림에 피난오두막 설치

1956 도시공원법

1959 자연공원 구역 내 산림시업제한, 국유임야 내 1957 자연공원법 제정
스키장취급요령, 국설스키장 제도 개시
1961 피난오두막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통달
1962 보건림→보건보안림 개명
1963 국유임야관광보건휴양기능 조사 실시
1967 자연휴양림제도 제정

1958 청년의집 제도 실시
1961 국민휴가촌 제도 실시
1963 관광기본법 공포
1965 산촌진흥법 제정
1966 과기청 자원개발조사회

1960년대 1968 국유임야내 온천취급 관련 통지
1968 「자연휴양림의 취급에 대해(42林野政154)」
1969 ‘국유임야경영방향’- ‘국민의 보건휴양에
필요한 시책 실시’추가 – 최초

‘자연휴양지로서의 산림보전개발에 관한
권고’발표
1966 수도근교 녹지보전법

자연휴양림10개소

(2)

1970~1980년대

1960년대에 산림휴양정책의 기반이 마련된 이래, 1970년대는 지역진흥
책으로 산림휴양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다(宮林茂幸, 1992). 또
한 1971년에는 「국유림 내 임간학교 등을 마련하는 경우의 취급에 대해
서(46林野管380)」를 바탕으로 임간학교의 설치가 허용되는 등 국유림의
산림휴양적 활용을 위한 규칙이 점차 구체화되어 갔다. 1971년 국유림∙사
유림의 보안림을 대상으로 도시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지키고 보건∙휴양
장소를 제공하는 산림’을 목적으로 실시된 「생활환경 보전림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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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추후 산림관광∙휴양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72
년에는 「제2차 임업 구조 개선 사업」이 출범하며 「산림종합이용촉진
사업」 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숙박시설, 숲길, 숲속 광장, 숲속 야영
장 등 산림휴양시설의 조성과 정비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년도에 「국유임야경영규정」일부 개정을 통해 “국민
의 보건 및 휴양을 위한 국유림”이 지역시업계획에 추가되었고, 이를 기
반으로 하여 기존의 스키장, 야영장, 자연휴양림을 비롯 자연관찰교육림,
야외스포츠림, 풍경림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 레크레이션 숲 제도 」 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1973년에 「레크레이션 숲의 관리 운영에 대해

서」가 하달되며 지역에서의 사업추진이 보다 본격화되었다. 또한 동년
도에 「국유림 관리계획」에 관광휴양을 위한 산림관리가 명문화되며 산
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대’와 ‘임산물의 지속적 공급’의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되었다. 여기에서 언급된 공익적 기능에는 산림의 보건∙휴양 기
능이 포함되어 있다. 후속 조치로서 「레크레이션 숲 사업 용지 사용료
취급 요령(48林野326)」,「레크레이션 숲의 관리 경영 방침서 작성 요령
(48林野管173)」등도 제정되게 되었다. 이 시기는 기존의 인공림 확대 조
림정책과 더불어, 공익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천연림 보전 시업으로 서
서히 조림정책이 전환되어 간 시기이기도 하다.
국유림에서의 산림휴양정책 추진이외에도, 사유림(민유림)에서도 적극
적인 산림휴양 정책 및 사업추진이 이루어졌다. 1970년의 “보건보안림 기
초조사”와 1971년의 “대규모 산림 레크레이션 개발 조사”실시는 산림의
휴양기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1972년에 최초로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조사’가 실시되며 산림이 가
지는 보건∙휴양기능의 평가액이 산출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산림휴양 정책이 더욱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되게 된 것은
같은 시기 타부처의 정책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그 중에서도 1970년 노
동성이 제정한 ‘근로자휴식의 마을’과 후생성의 ‘국민휴양지 제도’, 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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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관광휴양지구 사업’, 자치부의 ‘레크레이션 도시’, 문부성의 ‘소년
자연의 집’, 1971년 농림수산성의 ‘자연휴양마을 사업’, 운수성의 ‘청소년
여행마을사업’ 등은 국민들에게 관광∙휴양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정
부 움직임이 대부분의 부처사업에서 나타난 해이기도 하였다. 특히 1974
년에는 ‘산촌과 도시 공동의 산촌진흥모델사업’이 개시되며 관광∙휴양활
동과 지역진흥이 결합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한편, 산림이나 자연환경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환경
보전과 관련한 법률도 적극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1971년 환경청이 설립
된 이래, 1972년에는 환경보전의 가장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이루는 「자
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이듬해 「도시녹지법」의 제정, 「자연공
원법」의 개정은 이와 같은 노력을 보여준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의 시
기는 일본경제가 고도성장기에 진입하며 국민의 소득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관광∙휴양활동이 일반화 되며 산림정책에 있어서도 관련 정책의 비
중이 증가하던 시기였다. 정책도입 초기 국유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
러 시책과 사업들은 추후 사유림까지 확대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시
기의 산림휴양정책은 여전히 지협적 추진에 머물러 있었으며, 국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따라 자연적으로 사업이 수행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국
가 정책 등 외부변수에 근거하여 추진된 경향을 보였다.
이후 대규모 관광∙휴양지구 구상이 사회적 지지를 얻었던 1974년에는
기존의 레크레이션 숲 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공공과 민간의 공동투자형
태의 “종합 산림레크레이션 정비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1975년 「 종
합 산림레크레이션 정비 사업 실시요령(49林野管338)로 제도화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3섹터(민간) 등이 영림국(공공)과 함께 산림휴양을 위한 시
설의 종합적인 배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는 1978년 「국유임야
사업개선 특별조치법」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으며, 민간
과 함께 추진한 이 사업은 국유림 경영에 있어 주요한 임무로 떠올라 추
후 제정되는 ‘종합보양지역정비법(리조트법)’의 근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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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부터는 산림교육에 관한 움직임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 숲 가꾸기”사업이 개시된 이래, 1978년 “21세기 숲 가꾸기”사업
으로 발전하고, 1986년에 “체험의 숲 가꾸기”로 발전하였다. 도시숲 사업
도 활성화 되어 1978년 「도시근교숲 정비 계획 작성 사업」이 실시되어
도시 환경의 보전과 도시림의 보건∙휴양적 활용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이처럼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국유림을 대상
으로 한 산림휴양 정책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1982년 「제3섹터
등의 활용으로 다목적 산림 레크리에이션 사업 추진에 대하여(57林野管
187)」, 1983년 「부분림 적극추진에 대하여(58林野管103)」등의 정책이
추진되었고, 동년도에 「 만남의 숲 만들기 추진요령(58林野業52) 」 등이
추진되며 제3섹터와 산촌마을, 지방정부 등이 공동으로 국유림 내 산림
휴양시설 등의 시설을 조성하게 되었다. 특히 제3섹터를 활용한 산림휴
양시설의 조성은, 산림휴양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의 사용료를 적극 징
수하며 목재가격의 침체, 생산량 저하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
던 산림행정에 있어 주요한 수입원이 되기도 하였다.
1986년에는 임정심의회가 「 임정의 기본방향 」 을 보고하며 “산림의
문화∙교육적 이용, 휴양적 이용, 산림의 농림 일체적 이용" 등에 대한 대
응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산림정비의 중요성을 거론하였다. 이에 국
유림은 기능에 따라 목재생산림, 국토보전림, 자연보호림, 마을숲, 도시근
교림, 레크레이션숲, 자연교육림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일본 임정에 있어
관광∙휴양이 독립된 범주로 처음 등장한 것으로서 향후 정책 추진에 있
어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이후 기존의 「 레크레이션 숲 정비사업(61
林業二130)」이 개시되며 자연휴양림 이용자들에게 산림 및 이용시설의
정비, 환경미화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는 사업이었다. 여기서의 협력이란
이용자로부터 자율적으로 출연하는 돈으로서, ‘산림환경정비협력금’을 의
미한다17.

17

이는 추후 1992년에 「산림환경정비협력금제도」로 발전하게 되고 1996년에 「레크레이션 숲에서의 산림

환경 정비사업」으로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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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에는 「 산림공간 종합이용 정비사업 실시에 대해서(62林業二
27)」에 근거하여 이른바 휴먼·그린·플랜(HGP)이 개시되었다. HGP에서는
“국유임야 중의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야외 스포츠에 적합한 산림 공간
및 온천 자원을 적극적으로 국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민간 사업체
의 능력을 활용하면서 야외 스포츠의 장, 자연과의 만남의 장, 청소년 교
육의 장, 보양의 장, 산림 조성 및 체험 임업의 장 등의 종합적인 정비와
삼림의 정비를 일체적으로 한다"를 목적으로 하였다.
1988년에는 산림청의 자문기관 "임업과 자연 보호에 관한 검토 위원
회"가 임야청 장관에게 자연보호 중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국유림
의 보호림 제도를 개혁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계기를 바탕으
로 국유림의 보호림은 1)산림생태계 보호지역, 2)산림생물유전자원 보존
림, 3)임목유전자원 보존림, 4)식물군락 보호림, 5)특정동물 서식지 보호 림,
6)특정지리 등 보호림, 7)향토림 등 7종류로 구분 되었다. 이는 산림휴양
정책 추진의 관점에서, 산림생태계 보호지역이 마련되며 원생지에서의
생태관광이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되고 향토림을 통한 지역진흥이라는
정책목적이 수립된 계기가 되었다(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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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1970~1980년대 주요 산림휴양 및 관련정책
년도

산림휴양정책

기타

1971 사유림 ‘대규모산림레크레이션조사’실시
1973 ‘레크레이션숲관리운영에 대해서, 골프장조성에
관한 보안림해제의 당면의 취급에 관해서’발표
1974 ‘레크레이션숲시설부지선정에대해서’발표
산촌-도시함께하는 산촌진흥모델사업’개시
1970년대 1975 ‘청소년의숲 정비사업’,

1970 노동성 ‘근로자휴식의마을’
후생성 ‘국민휴양지제도’
운수성 ‘관광레크레이션지역사업’
자치성 ‘레크레이션도시’
문부성 ‘소년자연의집’ 시작
1971 농림수산성 ‘자연휴양촌사업’

‘종합산림레크레이션정비사업실시요령’발표
1978 ‘21세기의 임야정비사업’

운수성 ‘청소년여행촌사업’
1972 대규모연금보양기지 구상

‘레크레이션사업용지사용료취급요령’
‘도시주변림정비계획작성사업’발표

1973 통산성 ‘여가백서’ 발표
노동성 ‘야외취미활동정비사업’

1979 자연휴양림 신규지정 정지

자치성 ‘레크레이션지역정비사업’

1982 제3섹터활용을통한다목적산림레크레이션사업
1983 만남의 숲 만들기 추진요령 발표
1984 도시근교림 녹화 추진 모델사업 실시.
전국국유림레크레이션이용협회 출범
1980년대 1987 산림공간종합이용정비사업 실시(휴면, 그린,
플랜), (사)전국산림레크레이션협회 출범

1987 종합보영지역정비법(리조트법)
1988 다극분산형국토형성추진법

1989 산림의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산림만남추진산업(산림구락부)
전국녹색소년단연맹

(3)

1990년대~2000년대 초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까지에 이르는 기간은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지나 안정성장기에 접어들며 1987년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 1988년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 ‘종합휴양지역정비법(리조트법)’등을 통해
국토 개발이 활성화 되던 시기였다. 특히 민간금융 자본이 적극 활용되
어 1970년대 초반에는 제2의 토지붐이 일어났으며, 산림휴양사업도 리조
트법에 의한 관광∙휴양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다수 추진되었다. 리조트법
에서는 동법에서 규정한 "중점정비지구" 내의 산림 중 특정 시설의 설치
·이용 등에 관련하여 보건 기능의 발휘가 필요한 산림에 대해서는 보건
보안림 지정 및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
다. 또한 1987년 "일본 전신전화 주식회사(NTT)주식 매각 수입의 활용에
의한 사회자본정비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사회 정책특별조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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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으로 NTT주식의 매각 이익을 민간사업에 대출하면서 많은 돈이 리
조트 개발에 활용되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1989년에는 제116회 임시국
회에서「산림의 보건 기능 증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보건기능증진 법)」
이 통과되기에 이른다. 또한 동해년도(1987년)에는 「산림자원에 관한 기
본계획 」 이 개정되며 산림의 기능 분류 상 보건∙보전 기능이 생활환경
보전기능과 보건문화 기능으로 분리되게 되었고, 이에 산림휴양 기능의
독립성을 더욱 인정받게 되었다. 기존의 산림욕, 야외휴양의 장소 등 산
림휴양 장소로서의 이용 뿐만 아니라 보건이나 문화교육적 측면도 강조
된 산림공간의 종합적 이용이 관련정책의 주안점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적극적인 정책적 움직임에 따라 동년도에 (사)전국산림레크레이션협회가
출범하였다.
1989년 제정된 「산림의 보건기능 증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일본
산림휴양정책의 흐름에 있어 ‘결정적 국면’이 되는 법으로서, 보건휴양기
능의 증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최초의 법이었다. 동법에는 크게 두가지
사항 첫째, 농림 수산 대신이 숲의 보건 휴양 기능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국 산림 계획·지역 산림 계획의 수정을 하고,
둘째, 산림 소유자는 산림 시업 계획의 일환으로 숲의 보건 휴양 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해당 산림 시업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로
서 규정하고 도도 부현 지사의 인정을 요구할 수 있음 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를 기점으로, 산림계획제도내에서 산림의 보건휴양적 이용의 위
치를 명확히 하였으며, 보건기능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산림시업
계획에 레크레이션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지개발
허가제도 및 보안림제도의 특례규정을 강구하고 있다(김현주, 2005).
1990년에는 「레크레이션 숲」의 구분변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국
유임야 관리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자연휴양림, 자연관찰교육림, 산림스
포츠림, 야외스포츠지역, 풍경림, 풍치탐승림으로 재구분하였으며, 각 구
분에 따라 적합한 시설물이 배치되고 휴양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자본 유치에 있어서도 다양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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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에는 "종합휴양지역정비 연구회"가 "향후 리조트 정비"를 발표
하면서, 거대한 자본을 투하하는 개발 주체형 리조트 개발에서 탈피하여
“(1)국민을 위한 리조트 (2)지역을 위한 리조트 (3)새로운 국토 형성에 잘
녹는 휴양지”라는 이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고 제언하였으며, 이는 1998년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사업에 인
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은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진 시기이기도 했다, 1999년에 "중앙 부처 개혁 관련 법"이나 "지방
분권 일괄 법"이 제정되며 지방분권의 움직임이 빨라졌고, 지방분권화
추진에 따른 1998년에는 "산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이 공포되
고 그것에 따른 보건기능증진법이 개정되어, 시읍면 단위에서 산림정비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산림교육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이 산림∙임업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거점 시설로서 「학교숲」(1992 ~ 1996 년)이 정비되었으며, 임업 보
급지도 사업과의 연대를 도모하면서 산림∙임업의 보급 교육을 추진 하였
다. 한편, 도시민들의 산촌에서의 체류 생활을 통한 심신의 회복과 산림∙
임업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유럽의 농촌관광을 일본 내
도입하여, 1993년도에는 “산촌에서 휴가를” 과 같은 특별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활력있는 산촌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농
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린 투어리즘의 추진 체제의 정비가 본격화 되었다. 1995년부터는 「녹
색과의 만남의 마을 특별 대책 사업」이나 「농림 어업 체험 민박 제도」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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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주요 산림휴양 및 관련정책
년도

산림휴양정책
1990 레크레이션의 숲 구분 변경
1990 산림인스트럭터 자격인정제도 제정
1991 녹색어메니티정비사업 실시, 건강과여유의숲 정비사업계획작성 발행

1990년대

1992 산림의 학교종합정비사업, 산림환경정비협력금제도 실시, 산림이용가이드 사업
1996 레크레이션의숲에 산림환경정비사업포함
패밀리의산림만들기모델사업실시요령 발표
1998 산림의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1999 산림종합이용시설에 유니버실 디자인 검토

(4)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산림휴양시책의 중심과제인 레크레이션 숲 제도의 재편을 위해
임야청은 2004년 6월부터 레크레이션 숲 검토회를 민간인으로 구성, 6차
에 걸친 검토회를 추진, 2005년 3월 종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
를 통해 그동안의 ‘레크레이션 숲’운영∙관리 방향을 ‘양적충족’에서 ‘질적
향상’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 4월, 전국에 1,249개소가 조성되어 있는 휴양림
을 5년후에는 1,093개소로 축소하였다(156개, 12.5%). 이는 자체 평가를
통해 현저하게 이용이 낮은 지구나 정비∙유지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지
구 등에 대해 폐지를 단행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2014년에는
「휴양림의 관리경영 및 갱신대책의 실시 등에 대해」, 2015년 「레크레
이션 숲의 질적향상에 대해」를 발표하며 향후 휴양림 운영에 있어 이용
동향 및 향후전망, 정비의 실현가능성, 지역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관계
자의 동향 및 협력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휴양림의 질
적향상을 이룰 수 있게 하였다. 눈여겨 볼 사항은, 2020년까지 모든 휴양
림을 대상으로 지역관리 사업계획의 편성시기 등에 따라 폐지 또는 근본
적인 재검토를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2016년 이후에는 휴양산림의 폐지가
다시 가속화되었으며(2017년 1년간 102곳 폐지), 2018년 현재 휴양림은
881개(2005년 1,249개소에서 368개소 폐지, 29.5% 감소)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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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산림휴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가운데, 임야청은 정부의
새로운 관광비전인 2016년「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비전 – 세계가
찾고싶은일본」계획에 따라 휴양림 등 산림경관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산촌지역에 인바운드 수요를 유치하기 위한 「산림경관을 살린
관광자원의 창출사업(2017~2019)」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표 29).

[표 29] 200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산림휴양정책 및 관련정책
년도

산림휴양정책
2005 레크레이션숲 향후 전개방향에 관한 개요 발표
2006 산림세라피 기지 및 로드인증제도

2000년대

2007 ‘아름다운산림만들기’국민운동 전개
2014 휴양림의 관리경영 및 갱신대책의 실시 등에 대해
2015 레크레이션 숲의 질적향상에 대해

70

3. 산림휴양정책의 변동요인 분석
(1)

외생적 요인

1) 구조적 환경
① 경제적 요인

일본 경제는 전후회복기(1945~1950년대 중반), 고도성장기(1950년대
중반~1970년대 초반), 안정성장기(1970년대 중반~1980년대 초반), 버블
및 불황기(198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경기회복기(2000년대 중반~)를
거치며 역동적으로 변해왔다. 국민들의 소득도 점차 증가하여 1980년대
소득 1만불 시대에서 80년대 후반 2만불 달성, 90년대 초반 3만불 달성,
90년대 중반 4만불을 달성하였으나 이후 찾아온 장기불황으로 인해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그림 5, 6).

JPN GDP (current US$)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JPN GDP (current US$)
[그림 5] 일본의 명목 GDP 변화
자료 : WorldBan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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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Billion $

GNI per capi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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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N
[그림 6] 일본의 1인당 GNI 변화
자료 : WorldBank (2019)

전쟁 이전의 일본의 산업구조가 군수산업 위주였기 때문에 전쟁이후
소비재에 대한 급격한 수요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최광, 2002). 따라서 전후회복기(1945년~1950년대 중반)에는
군수산업에서 민수산업 위주로의 신속한 전환, 과도한 인플레이션 억제
를 주요목표로 정책추진이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전면적인 노력 끝에
1960년대 후반 일본은 선진경제 대열에 합류하였다(오시영 et al., 2008, p.
408). 이에 1965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일본경제는 황금기 18 로 여겨질
만큼 전후 최장의 경기확대기를 맞이하였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
도 증가하게 되었다.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관광∙휴양활동이 일반화되
며 산림정책에 있어서도 휴양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골프장 및 스키장 등 산지개발을
부추기게 되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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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일본경제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나타난 지역경제 불균
형,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후지역
을 중심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하였다. 이에 1970년대는 ‘마을만들기’등으
로 대표되는 지방중심의 새로운 지역진흥 운동이 등장하였고, 이와 연계
하여 ‘산촌진흥모델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였다(宮
林茂幸, 1992). 특히 1977년에 수립된 제3전종 19 은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안정성장기에 진입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연, 생활, 생산으로
구성된 인간 정주의 종합적 환경정비를 중심으로 정주권 구상을 제창하
였다(박경, 2008)(표 30). 이에 생산과 관련된 사회자본건설을 뿐만 아니
라, 학교, 주택, 공원, 위생환경시설 등 생활환경 사회자본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표 30] 전국총합개발계획(1차~5차)의 전개

목표년도

1전종(1962)

2전종(1969)

3전종(1977)

4전종(1987)

5전종(1998)

1970

1985

약10년(1987)

대략 2000년

2010~2015

-고도성장경제
로의 이행
배경

-과대도시문제,
소득격차의확대
-소득배증계획
(태평양벨트구상)

기본목표

지역간 균형발전

개발방식

거점개발방식

-고도성장경제
-인구,산업,대도시
집중
-정보화, 국제화,
기술혁신의 진전

풍요로운 환경의
창조
대규모 프로젝트
방식

-안정경제성장기
-인구와산업의
지방분산
-국토자원,
에너지의 유한성
현재화

-동경일극집중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의해 지방권의
고용문제심각화
-본격적인
국제화의 진전

-지구화 시대
(지구환경문제,
대경쟁,
아시아국가
들과 교류)
-인구감소,
고령화시대
-고도정보시대

인간 거주환경의 다극분산현 국토의 디촉형국토형성의
종합적 정비

형성

구축

정주구상

교류 네트워크구상

참가와 연대

주: 5전종의 원래 최종 목표연도는 2010-2015년경이었으나, 2005년에 국토종합개발법이 폐지되고 새로
운 국토형성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8년도부터 신법에 의한 전국계획으로 대체되었다.
출처 : 國土廳監修, 「平成12年度國土統計要覽」, 大成出版社, 2000.
자료: 박경 (2008, p. 7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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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명칭은 ‘전국총합개발계획’이나, ‘전국종합개발계획’등으로 국내에서 불리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제1

전종, 제2전종 등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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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978년에는 「 국유임야사업개선특별조치법 」 을 통해 산림관과∙
휴양 시책추진에 있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농산촌 지역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체, 제3섹터 등을 활용한 시설정비사업이 활성
화 되었다. 이어 1982년 「제3섹터 등의 활용으로 다목적 산림 레크리에
이션 사업 추진에 대하여(57林野管187)」등의 지침을 통해 산림휴양목적
이용자에 대해 사용료를 적극 징수하였고, 이는 1970년대 중후반을 지나
며 오일쇼크 등 글로벌 경제불황의 여파로 목재가격 불안정, 생산량 저
하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본 산림행정에 있어 주요한 수입원
이 되어주었다.
1980년대 일본 경제는 상대적으로 저성장기에 접어들었으나, 연간가
계수입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내수확대정책에
따라 가계지출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1960~70
년대 전국적으로 정비된 관광인프라를 기반으로 휴양소비에도 지속적인
지출을 발생하게 하였다(이승란, 2001).
그러나 1990년대는 장기 경기불황기에 접어들며 전반적으로 여가 및
휴양을 위한 지출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여가활동
인 국내관광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0년대까지 지속되었다(그림
8). 경기침체에 따라 일본은 내수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
터 휴가에 대한 의식개혁과 체제만들기, 라이프 스타일의 균형, 경제재생
을 위한 휴가의 필요성 등 장기휴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휴
가촉진을 위한 국민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정책추진을 하였다. 1992년
「생활대국 5개년 계획」 발표 이후에는 휴가활용 관련정책이 주요 정책
으로 나타나는 등 휴가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류광훈
& 정광민, 2016). 산림휴양사업도 이와 연계하여 녹색어메니티정비사업
(1991년), 건강과여유의숲 정비사업(1991년) 등의 추진을 통해, 여가확대
정책에 따른 휴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장기불황은 소비지출의 지속적 감소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질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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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구 당 연간지출액 및 1인당 관광소비액
출처 : (日本觀光協會)
자료 : (이정훈 & 김소라, 2011, p. 60) 재인용

② 사회적 요인

일본에서는 전후 가파른 경제성장과 함께 소비지출이 늘며 휴양활동
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따라서 증가하는 휴양수요에 대응하고자 타 부처
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해였다. 건설부는 1956년 「도시공원법」제
정을 통해 도시민들의 휴양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1963년에는 「관
광기본법」제정을 통해 국가 관광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도 하였다.

후생성에서는 1954년 「국민보양온천지제도」가 개시되었고,

1946년 운수성에 관광과가 설치된 이래 도∙현 단위에도 관광기관이 설치
되었다. 관계부처의 노력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 볼 점은, 1947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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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 」 이 제정되며 여가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어 1948년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의 공포는 국민들의 관광∙휴양∙여
가 시간을 보장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국민총생산 세계 2위에 진입한 일본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에 1966년 국
민생활심의회의 ‘장래 국민생활상-20년 후의 비전’ 보고서에는 최초로
‘여가’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는데, ‘기술 발전과 생산력 향상으로 노동시간
이 단축되 면 자유시간이 증가할 것이며 당시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유시간 증대는 생활문화 변화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
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으며, 여가문제가 국민생활 정책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명시하고 있다(김현, 2010, p. 110). 또한 동 보고서
에서는 여가공간의 양적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1970년 전후 구미사회의
낙관적인 미래여가관에 따라 일본 또한 낙관적인 여가사회를 맞이할 것
이라 기대하고 있다(松田義幸, 2006).
1970년 여가정책 관련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후생성은 국립공원이나
국설공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거리가 멀거나 시설이
불충분하여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쾌적한 자연
환경에서 여가를 지낼 수 있는 국민휴양지 제도 등을 수립하였다(田中伸
彦, 2015). 또한 동년도 노동성이 제정한 ‘근로자휴식의 마을’과 후생성의
‘국민휴양지 제도’, 운수성의 ‘관광휴양지구 사업’, 자치부의 ‘레크레이션
도시’, 문부성의 ‘소년자연의 집’, 1971년 농림수산성의 ‘자연휴양마을 사
업’, 운수성의 ‘청소년여행마을사업’ 등은 관광∙휴양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대부분의 부처사업을 통해 나타난 해이기도 하였다.
특히 1974년에는 ‘산촌과 도시 공동의 산촌진흥모델사업’이 개시되며 관
광∙휴양활동과 지역진흥이 결합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표
31).
또한 일본은 내수소비 진작을 위한 여가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쳐왔다. 숙박형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일제도 개선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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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에 1973년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되었고, 1988년에는 연휴를
늘리기 위한 국민 휴일제도를 도입하였다(류광훈 & 정광민, 2016).
또한 일본경제가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접어듬에 따라, 국민
들의 관심이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것에서 벗어나 생활환경개선 및 향상,
휴양기회 확대, 야생동식물 보전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갔다. 1980년대까
지의 여가공간이 스포츠 및 관광단지 조성과 정비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1990년대 들어서는 쉽게 접근가능한 생활공간을 여가정책의 영역으로 설
정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6월 노동성은 ‘여유있는 사회와 마이라이프
창조’ 라는 슬로건을 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권 여가공간의 필요
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경제의 버블붕괴로 인해 근교에서 적은 비용으
로 여가를 즐기는 ‘안근락(安近樂)형’ 여가활동 선호로 이어지게 되었다
(김현, 2010, p. 113).
일본은 최근 들어 장기불황에 따른 개인소비지출의 감소, 기업의 구
조조정, 고용감소 등의 경제적 문제와 개인의 여가확보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관광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오
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개인의 여가시간 확대를 위한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조아라, 2015). 특히, 인구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민관이 협동하여 지역과 경제, 사회생활을 활성
화 시키는 ‘국민관광운동’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국내관광추진
을 위해서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한 관광프로그램 및 상품화, 효과적 정
보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표 31).

77

[표 31] 산림휴양 관련 주요 여가∙관광 정책
년도

기타
1953 국민보양온천지제도 실시

1950년대

1956 도시공원법
1957 자연공원법 제정
1958 청년의집 제도 실시
1961 국민휴가촌 제도 실시
1963 관광기본법 공포
1965 산촌진흥법 제정

1960년대

1966 과기청 자원개발조사회 ‘자연휴양지로서의 산림보전개발에 관한 권고’발표
1966 국민생활심의회 ‘장래국민생활상-20년후의 비전’발표
1968 국민생활심의회 ‘여가문제의 현상과 방향성’ 발표
1966 수도근교 녹지보전법
1970 노동성 ‘근로자휴식의마을’
1970 후생성 ‘국민휴양지제도’
1970 운수성 ‘관광레크레이션지역사업’
1970 자치성 ‘레크레이션도시’
1970 문부성 ‘소년자연의집’ 시작

1970년대

1971 농림수산성 ‘자연휴양촌사업’
1971 운수성 ‘청소년여행촌사업’
1972 대규모연금보양기지 구상
1973 통산성 ‘여가백서’ 발표
1973 노동성 ‘야외취미활동정비사업’
1973 자치성 ‘레크레이션지역정비사업’
1985 축일법 개정

1980년대

1987 종합보영지역정비법(리조트법)
1988 다극분산형국토형성추진법
1992 농촌수산성 ‘아름다운마을만들기’특별대책 추진요강발표
1993 종합보양지역정비연구회 ‘금후리조트정비방안’발표

1990년대

1993 농림수산성‘산촌에서휴가를’특별대책 발표
1994 농산어촌여가추진법 발표
1995 농림수산성 ‘녹색과의만남 특별대책사업’실시 , ‘농림어업체험민박제도’실시
1995 자연환경보전심의회 ‘자연과만나는 방법’ 실시
2000 농림수산성 ‘전국그린투어리즘 추지협의회’ 결성

2000년대

2000 농림수산성‘도시농촌교류대책사업’
2003 국토교통성 ‘관광교류공간 조성모델사업’
2005 내각부 ‘축일법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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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적 요인

전후 일본은 경제성장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환경문제
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각
종 환경오염을 야기하였고, 이에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
고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표 32).
일본의 환경정책은 1950년대 미나마타병 20 등 공해병 발생에 따른 공
해대책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말 전국에서 공해문제가
야기되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에 집중적으로 공해문제를 다
루기 위해 1970년 12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되었다. 이는 추후 ‘공해국회’
로 불리운다. 이 때 ‘공해국회’에서 14건에 달하는 공해와 관계된 법이
성립되었으며 이를 위시하여 산림 등의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
제하기 위한 환경보전 법률도 적극 제정되기 시작하였다(오시영 et al.,
2008, p. 453).
1971년에는 환경청이 설립되며 보다 본격적인 환경정책 추진이 이루
어졌다. 1972년 「자연환경보전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이듬해 「도시녹
지법」의 제정, 「자연공원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공해
문제는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어 국민들의 산림보
전과 같은 자연환경 보전을 중심으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요청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당시 대표적인 산림보전정책으로는 1973년 「국유림의
새로운 산림시업」(임야청장관 통달)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별시업
에 있어 벌구의 축소∙분산 및 보호수대의 확충,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보
호림의 증설 등이 이루어졌으며, 산림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공익적 기

20

수은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과 징후를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 1956년 일본의 구

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메틸수은이 포함된 조개 및 어류를 먹은 주민들에게 집단적으로 발생하면서 사
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문제가 되었던 메틸수은은 인근의 화학공장에서 바다에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
고, 2001년까지 공식적으로 2265명의 환자가 확인되었다. 1965년에는 니가타 현에서도 대규모 수은중독
이 확인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의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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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높은 산림을 중심으로 보안림 지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시 보
안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림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여 충분한 성과를 내
지 못했고, 이는 보안림 이외의 산림에 대한 적정 이용을 도모하는 임지
개발허가제도(1974년) 도입의 근거가 된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기존의 인공림 확대 위주의 임업정책은 비판받게 되었고, 사람들
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점차 중요시 하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 일본 환경정책은 국내이슈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
원으로서 환경에 대한 공헌의식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982

년 발간된 환경백서에 ‘국제협력’이 처음으로 등장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하였고, 1983년에는 ‘국제화 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발표를 통해 국제기구와의 적극적 협력과 환경보전이 우선시 되는
경제협력 등을 명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국제사회에서 지구환
경문제가 논의되고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패러다
임이 등장하며 보다 진취적인 모습을 보인다. 1993년 제정된 ‘환경기본법’
에는 제1장 제1조에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
진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 국민이 건강하면서 문화적인 생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이와 함께인류 복지에 공헌하는 것’을 법의 목적
으로 담았다. 이후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1998), 순환형사회형성
추진기본법(2000), 그린구입제정법(2000), 프레온가스회수파괴법(2001), 환
경배려촉진법(2004) 등을 제정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였다.
일본은 1997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갖게 되자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
부를 결성하고 1998년 6월「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을 최초 발표하였
다. 또한 온실가스 흡수원 대책으로, 산림정비추진, 도시녹화, 목재의 효
율적인 이용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02년 3월 지구온난화대책을 종합
한 새로운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에는 「지구온난화방지 산림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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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0개년 대책」을 담았다(김주진, 2007).
이와 같은 국내외 환경정책변화에 따라, 산림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
게 되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수
요도 점차 증가하며, 과거 목재생산 중심의 산림경영이 다면적 기능을
중시하는 산림경영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임업진흥 중심이었던 일
본의 산림정책도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하게 된다.

[표 32] 일본의 주요 환경정책
년도

내용

1956년

미나마타병 정식 발견

1964년

각의 결정에 의해 총리부에 공해대책추진연락회의를 설치

1967년

공해대채기본법 공포

1970년

총리대신 직속의 중앙공해대책본부를 설치

1970년

제 64임시국회에서 공해대책관련14법안이 성립, 일명 「공해국회」

1971년

환경청의 신설을 각의 결정

1971년

환경청 발족- 공해규제와 자연 보호행정의 일원화

1972년

자연환경보존법제정

1982년

환경백서 발간

1993년

환경기본법 제정 – 공해대책기본법 폐지 환경기본법으로 역할 이관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1998년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00년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제정

2000년

그린구입제정법

2001년

프레온가스회수파괴법

2001년

중앙청 재편에 의하여 환경청이 환경성으로 발족

2002년

조수의 보호 및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2002년

자연재생추진법 제정

2002년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 – 지구온난화방지 산림흡수원 10개년 대책

2004년

환경배려촉진법

2005년

환경성의 내부부국으로 「물 대기환경국」 설치

2008년

「생물다양성기본법」 성립

자료 : 오시영 et al. (2008, p. 4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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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생적 요인

1) 제도적 맥락 : 산림법
전후 일본의 산림정책은 황폐화된 산림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였다.
전후 산림복원 등을 위해 1951년 「산림법」이 개정되며 「산림계획제
도」, 「벌채허가제도」, 등이 도입되고「국유임야법」이 제정되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었다. 특히「보안림제도」의 개편을 통해 기존의
‘위생림’이 ‘보건림’으로 개칭되기도 하였다. 또한 1960년대 경제성장기
에 들어서며 나타나는 주택건설 붐은 목재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지게 된
다(민경택, 석현덕, & 박소희, 2014).
그러나 산업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과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며 산촌
지역의 과소화와 임업취업자의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산촌에서
의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산촌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1964년 임
업기본법을 제정하게 된다. 임업기본법은 1)임업총생산의 증대 2)임업생
산성의 향상 3)임업종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정책목표 아
래에 확대조림 정책, 임업경영의 근대화 추진, 목재수급 원활화 추진, 임
업종사자를 위한 교육, 고용환경개선, 복지향상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백을선, 송영근, 박경석, 배재수, & 류광수, 2001).
임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산림자원 정비와 임업근대화가 빠르게 추진되
었으나, 정세가 변화하며 기 제정된 기본법과 현실의 괴리도 점차 커지
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 목재가격의 하락 및 산림소유자의 고령화, 임
업종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임업의 양적확대는 실질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전후 조림한 인공림이 간벌기 및 주벌기에 도달하여 산림자원 정책방향
도 인공림의 간벌 및 보호, 육성 등 정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러
나 실질적으로는 임업채산성 저하로 인해 간벌 등이 지체된 산림이 증가
하여 생물다양성 감소 등 산림자원의 쇠퇴가 발생하였다. 이에 산림법의
재개정(1998년)을 통해 모든 시정촌이 산림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도부현 지사가 담당했던 산림시업계획과 관련한 권한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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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장에게 위임하여 보다 작은 지자체 단위(시정촌) 주도의 사업으로 바
뀌게 되었다.
1990년 임정심의회의 「금후 임정의 전개방향과 국유임야 사업의 경
영개선」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역단위의 산림정비 및 생산∙가공∙유통시스
템을 구축하는 유역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고, 1996년에는 「임업개선자금
조성법」 및 「임업 등 진흥자금 융통 잠정 조치법 개정 법률」, 「임업
노동력 확보와 촉진에 관한 법률」, 「목재의 안정공급 확보에 관한 특
별 조치법」 등 소위 임야3법을 공포하여 임업경쟁력 확보를 도모하였으
며, 이후 1997년에는 「 일본임정의 기본방향과 국유임야사업의 발본적
개혁」을 통해 개혁작업을 추진하였다(이종건, 2002).
2000년대 들어서는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를 도모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2001년에는 「산림∙임업기본법」제정을 통
해 산림 및 임업 정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임업
기본계획 」 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산림이 지닌 다양한 기능의 발휘에
대한 시책, 임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대한 시책, 임산물의 공급
및 이용확보에 관한 시책, 국유임야의 관리 및 경영에 관한 시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임정개혁이 전면적으로 전개된 배경에는 산림에 대한 국민
의 기대가 높아진 데 있다. 2007년 5월에 실시한 ‘산림과 생활에 관한 여
론조사 21 ’에 따르면, 산림에 기대하는 기능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일(54.2%, 1위)’, ‘산사태∙홍수 등 재해방지
(48.5%, 2위)’, ‘수원함양((43.8%, 3위)’, ‘공기정화 및 소음완화(38.8%,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의 기능에 대한 기대가 공익적 기능이 중시
되어 국민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공공재」로 인식되어감을 의미하는 것
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림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국민의 이
해를 증진하고, 산주와 산림조합, 임업사업체, 지방단체, 목재산업관계자,
소비자 등 국민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종합적∙계획적인 산림 및 임업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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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오승은, 2009).
결론적으로, 일본 산림행정의 방향이 경제적 기능 중심인 목재생산으
로부터 환경보전으로 바뀐 것은 국민의 환경의식 고조와 ‘지속가능한 발
전’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이 큰 영향을 미쳤으나, 내부적으로는 일본 임
업의 성장 및 쇠퇴와 큰 연관이 있다(표 33). 메이지(1868~1912)시대 이
후 일본의 산림행정은 경제성장을 위한 목재생산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조림정책을 추진한 결과 일
본 산림의 40%가 인공림으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해외에서 목재생산이
가속화되며 목재공급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임업채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수입재에 대한 경쟁력을 점차 잃게 되어 경제적 기능보다는 공익적 기능
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정책으로 점차 전환되게 된 것이
다(권순덕 & 곽두안, 2018).
지금까지 일본의 산림·임업 시책은 산주의 자발적인 시업을 권장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였으나, 임업수익성 저하로 인해 산
주 다수가 산림경영 의욕과 소유의사를 상실하여 적절한 산림관리가 어
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2018 년 5월 「삼림경영관리법」을 제정하여,
산주의 산림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산주의 의향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관리능력을 보유치 않은 경우에는 산림경영에 필요한 권리를
지자체에 위탁하여 산림경영영을 규모화하고 집약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민경택, 2019). 이를 통해 산주와 임업종사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
역임업고용자수 증진과 산촌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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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일본의 시기별 주요 산림정책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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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림정책
국유림설립(1881)

메이지기
(1868~1912)

하천법제정(1896)
산림법, 사방법제정(1897)
국유임야법 제정(1899), 국유임특별경영사업개시(1899)
산림법 개정(1907):공유림 등에 관한 시업안제도의 창설

다이쇼기
(1912~1926)

공유임야관행조림법 제정(1920)
산림화재국영보헙법 제정(1937)
산림법 개정(1939) : 50町歩 이상의 산림소유자 시업 안 편성 의무 등
임업종묘법 제정(1939)
목재통제법 제정(1941)
임정통일(1947):국유임야사업특별회계법 제정
조림임시조치법 제정(1950):주요 조림지의 지정에 따른 적극적 조림 추진,
산림병해충 방제 제정(1950)
산림법 개정(1951):산림계획제도, 벌체허가제도 도입
국유임야법 제정(1951)
보안림정비 임시조치법 제정(1954)
산림개발공단법 제정(1956):산림개발공단 설립
국야임생산력 증강계획 제정(1957)
산림법 개정(1957):보통림 광엽수의 벌채신고제로 변경 등
분수조림특별조치법 제정(1958)
치산치수긴급조치법 제정(1960)

쇼와기
(1926~1989)

국유림 목재 증산계획 제정(1961)
산림개발공단법 개정(1961) : 수원림 조성사업의 도입
산림법 개정(1962) : 전국산림계획, 지역산림계획의 신설 등
산림조합합병조성법 제정(1963)
임업기본법 제정(1964)
중앙산림심의회 답신(1965): 국유임야사업의 역할과 경영방향
입회임야등에 관한 권한의 근대화의 조장에 관한 법률 제정(1966)
산림자원기본계획 제정(1966)
산림법 개정(1968): 산림시업계획제도 의 창설 등
국유임야의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1971)
임정심의회 답신(1972) : 국유임야사업의 개선에 관하여
국유임야의 새로운 산림시업의 통달(1972)
산림자원기본계획 개정(1973)
산림법 개정(1974):임지개발허가제도의 창설 등
임업개선자금조성법 제정(1976)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조치법 제정(1977)
산림조합법 제정(1978): 산림법에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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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유임야사업개선특별조치법 제정(1978),
귝유임야사업에 관한 개선계획 제정(1978)
임업등의 진흥자금 융통 잠정 조치법 제정(1979)
산림자원기본계획 개정(1980)
산림법 개정(1983): 산림정비계획제도의 창설 등)
분수조림특별조치법 개정(1983):분수육림제도의 창설
보안림정비임시조치법 개정(1984): 특정보안림제도의 창설
국유임야법 개정(1984):국유임야의 분수육림제도의 창설
국유임야사업개선특별조치법 개정(1984)
국유임야사업 59년개선계획 제정(1984)
국유임야사업개선특별조치법 개정(1987)
국유임야사업62년개선계획 제정(1987)
산림자원기본계획 개정(1987)
임정심의회 답신 “금후임정의전개방향과 국유임야사업의 경영개선” (1990)
산림법 개정(1991):국유림의 지역별 산림계획, 특정산림시업계획제도의 창설 등)
국유임야사업개선특별조치법 개정(1991)
국유임야 사업 3년개선계획(1991)
녹색모금에 관한 산림정비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1995)
임업경영기반의 강화 등의 촉진을 위한 자금의 융통에 관한 조치법 개정(1996)
임업 인력 확보 촉구 법률 제정(1996)
목재의 안정공급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1996)
산림자원기본계획 개정(1996)
임정심의회 답신 “임정의기본방향과 국유임야사업의 발본적개혁”(1997)
산림조합합병조성법의 일부분 개정 법률 제정(1997)
산림병해충 등 방제법 개정(1997)
국유임야사업의 개혁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1998)
국유임야사업 개혁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 법률 제정(1998)
헤이세이기
(1989~2019)

산림법 개정(시정촌 산림정비계획 제도 의 확충 등)(1998)
영림국/서에서 산림관리국/서로 명칭 변경(1999)
녹색자원공단 발족(1999)
임정심의회 답신 “금후 산림의 새로운 이용방향”(1999)
임정심의회 “새로운 임정의 전개에 관하여”(2000)
임정개혁대강 및 임정개혁 프로그램 공표 (2000)
산림종합연구소, 임목육종센터 독립행정법인화(2001)
산림/임업기본법, 산림법, 임업경영기반강화자금 잠정 조치법 개정(2001)
산림, 임업기본계획결정(2001)
지구온난화방지 산림흡수원 10년대책의 제정(2002)
임업개선자금 조성법 개정(2003): 대부자금의 확충 등
독립행정법인녹색자원기구의 설치(2003)
산림법 개정(2003) : 산림정비보전사업계획의 대책 등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기본계획 개정(2003)
산림법 개정(2004) : 특정보안림제도의 항구화, 보급지도 일원화 등
국유임야 사업 조직기구 재편(2004) : 분국 폐지, 산림환경보전접촉센터 설치 등
산림조합법 개정(2005) : 사업범위의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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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방지산림흡수원 10년대책 개정(2005)
산림/임업기본계획 제정(2006)
‘아름다운 산림만들기 추진’국민운동의 전개(2007)
산림종합연구소의 임목육종센터의 통합(2007)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8)
산림∙임업 재성 플랜 공표(2009)
공공건축물등에 목재의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2010)
산림법 개정(2011):산림시업계획을 산림경영계헥으로 명칭변경, 산림토지의 소유자
신고제도 신설 등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법률 등 개정(2012):국유임야사업특별회계의 폐지
국유임야사업의 일반회계화(2013)
산림/임업기본계획의 개정(2016)
산림법 등의 일부분 개정에 관한 법률 성립(2016)
합법벌채목재 등의 유통과 이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클린우드법)(2016)

2) 행위자 : 임야청
1957년 「국유림 생산능력 증강계획」, 1961년 「국유림 목재증산 계
획」등은 국유림의 목재생산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가구소득의 증가는 휴양수요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에
임야청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힘쓰게 된다.
임야청 설립이후 초기의 산림휴양정책은 주로 휴양자원으로 우수한
산림을 국유림 제도 안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성격이 강했으며, 휴양이
용을 위한 정책으로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60년대 중반이후 공해문제
의 대두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
요를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산림정책에도 반영되었다.
1965년 임정심의회의 「국유임야사업의 역할과 경영방향 」과 1966년
과학기술청자원조사회의 「 자연휴양지로서의 산림보전 및 개발에 대한
권고」는 국민복리 증진을 위한 산림의 휴양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이에
임야청에서는 1967년 자연휴양림을 최초로 설립하고, 1968년「자연휴양림
의 취급에 대해(42林野政154) 」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적극적
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추후 1972년 「레
크레이션 숲」제도로 발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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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에 제정된 「국유임야사업개선특별조치법」을 통해서는 국민의
산림에 대한 기대와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정비의 목표를 기존의 ‘목
재생산 기능중심’에서부터 ‘국토∙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중심’으로 전
환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및 농산촌 지역의 진흥 등을 고려하여 지방
자치 단체 및 민간 사업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시설 정비 및 사업 운영
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동향은 1987년 「산림공간 종합이용 정비사업 실시에
대해서(62林業二 27)」를 기반으로 한 ‘휴먼∙그린∙플랜(Human, Green, Plan :
HGP)’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국유림 내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및
야외 스포츠에 적합한 산림 공간에 대해 민간사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야외스포츠·교육·문화·보건 휴양 등의 장소로서 종합적인 정비와
산림정비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업전
개를 통해 도농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국민복리를 증진하며 산촌진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金相潤 & 永田信, 1996).
이후 1989년 제정된 「산림의 보건기능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기점으로, 산림계획제도내에서 산림의 보건휴양적 이용의 위치가 명확해
진다. 보건기능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산림시업계획에 레크레이
션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지개발허가제도 및 보
안림제도의 특례규정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를 짊어 질 청소년의 교육을 비롯해

국민의 평생학습

등에도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1993년에는 「학교숲 종합정비사업」
제도가 실시되는 등 산림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점차 마련되어 갔다.
1990년대에는 거품경제의 붕괴로 일본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며 내
수진작을 위한 국민관광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되는데, 산촌은 이를 위한
중요한 장소가 된다. 따라서 1993 농림수산성 ‘산촌에서 휴가를’ 특별대
책 발표나 1995년의 「농산어촌 체제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
에 관한 법률」등은 국가의 여가활성화,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산촌진흥을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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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서는, 그동안 산림휴양정책 추진의 중심이 되었던 레크
레이션 숲 제도를 제편하기 위해 2004년 6월부터 레크레이션 숲 검토회
를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6차에 걸친 검토회를 통해 2005년 3월 ‘레크레
이션 숲의 향후 전개방향에 관한 개요’를 발표하였다(김현주, 2005, p. 40).
본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의 ‘레크레이션 숲’운영∙관리 방향을 ‘양적충족’
에서 ‘질적향상’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표 34).

[표 34] 임야청의 주요 산림휴양 정책
년도

주요 산림휴양 시책

1950 「국립공원 구역 내 산림시업 제한 세목(25林野3228)」
1951 「국립공원 구역내의 삼림의 취급에 대해(26林野13168)
1959 「국유림 내의 스키장 취급 요령(34林野政5311)」
1961 「피난 오두막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36林野政 1790)」
1963 「국유 임야 관광 보건 휴양 기능 자원 조사 (38林野計665)」
1966 「국유림 내 설치하는 야영장의 취급에 대해서」
1968 「국유림의 온천의 취급에 관하여(42林野管154)」
1968 「자연휴양림의 취급에 대해(42林野政154)」
1970 “보건보안림 기초조사” (사유림)
1971

1972

「국유림 내 임간학교 등을 마련하는 경우의 취급에 대해서(46林野管380)」
“대규모 산림 레크레이션 개발 조사”(사유림)
「생활환경 보전림 정비사업」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조사”
「국유임야경영규정」

1972 -“국민의 보건 및 휴양을 위한 국유림”명시
- 레크레이션 숲 제도
1972 「제2차 임업 구조 개선 사업」 - 「산림종합이용촉진사업」
1973 「레크레이션 숲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국유림 관리계획」
- 관광휴양을 위한 산림관리가 명문화
1973 -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대’와 ‘임산물의 지속적 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레크레이션 숲 사업 용지 사용료 취급 요령(48林野326)」
「레크레이션 숲의 관리 경영 방침서 작성 요령(48林野管173)」
1974 “종합 산림레크레이션 정비사업” 추진
1975 「종합 산림레크레이션 정비 사업 실시요령(49林野管338)」
1975 “청소년 숲 가꾸기” 사업 실시
1978 “21세기 숲 가꾸기”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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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도시근교 숲 정비계획 작성 사업」
1982 「제3섹터 등의 활용으로 다목적 산림 레크리에이션 사업 추진에 대하여(57林野管187)」
1983 「부분림 적극추진에 대하여(58林野管103)」
1983 「만남의 숲 만들기 추진요령(58林野業52)」
1986 “체험의 숲 가꾸기” 사업 실시
임정심의회가 「임정의 기본방향」 발표,
1986

-산림의 문화∙교육적 이용, 휴양적 이용, 산림의 농림 일체적 이용" 등에 대한 대응방안제시
- 국유림 : 목재생산림, 국토보전림, 자연보호림, 마을숲, 도시근교림, 레크레이션숲,
자연교육림으로 구분

1986 「레크레이션 숲 정비사업(61林業二130)」 개시
1987 「산림공간 종합이용 정비사업 실시에 대해서(62林業二 27)」 - 휴먼, 그린, 플랜(HGP)
1989 「산림의 보건 기능 증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보건기능증진 법)」
1989 「학교숲 종합 정비사업 제도」
1989 “산림만남추진사업” 실시
「레크레이션의 숲 구분 변경」
1990 (자연관찰교육림/산림스포츠림, 야외스포츠지역, 풍경림, 풍치림, 자연휴양림, 레크레이션의숲
시설부지)
1990 「산림인스트럭터 자격인정제도」 제정
1991

“녹색어메니티정비사업” 실시
“건강과여유의숲 정비사업계획작성” 발행
산림의 학교종합정비사업

1992 산림환경정비협력금제도 실시
산림이용가이드 사업 실시
1993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1993 「학교숲 종합정비사업」 실시
1996

레크레이션의숲에 산림환경정비사업포함
「패밀리의산림만들기모델사업실시요령」 발표

1998 「산림의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1999 산림종합이용시설에 유니버실 디자인 검토
2005 “레크레이션 숲의 향후 전개방향에 관한 개요” 발표
2014 「휴양림의 관리경영 및 갱신대책의 실시 등에 대해」
2015 「레크레이션 숲의 질적향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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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변동

1) 외생적 요인 – 내생적 요인 영향관계
외생적 요인인 구조적 환경은 내생적 요인인 제도적 맥락과 행위자에
게 변화기회 혹은 변화제약 기제로 작용하여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일본의 정책변동에 있어 시대별 외생적 요인과 내생적 요인의 관계
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5).
1950~60년대 일본의 경제는 전후회복기를 거쳐 고도경제성장기로 진
입하는 시기로서, 장기호황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에 소
득도 크게 증가하여 일본국민들의 생활양식에 변화가 찾아왔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는 여가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으며, 도로 및 관련 인
프라의 발달은 여가수요를 촉진하였다. 또한 여가시간 보장을 위한 법률
등이 제정되며 여가 및 관광, 휴양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산악지대에서도 스키인구가 증가하여 임정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대
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당시 산림정책은 경제성장기 급증한 목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목재생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국설스키장 제도,
자연휴양림 제도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임정심의회에서도 국유림의
보건휴양적 이용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며 산림휴양정책의 기반이 마련
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발생한 공해문제는 국민들의 환경
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오염되
지 않은 자연에서의 여가시간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는 산림휴
양정책이 강화되는 데 변화기회의 작용을 하였다.
이처럼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 여가시간의 확대, 환경에 대한 인
식증진은 산림법의 방향과 임야청이 임정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변화기회의 작용을 하였고, 이로써 산림휴양수요에 대비한 정책이 서서
히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70년대~80년대 기간에는 경제가 안정성장기에 들어섰으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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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도시화가 확대되며 도시농촌간 지역격차가 더욱 확대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에 지역진흥운동
이 등장하며 임정에선 산촌진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는 휴양촌사
업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산림휴양 수요를 흡수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
다. 또한 80년대 말 주5일제의 도입은 본격적인 여가시대를 예고하였으
며, 야외휴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휴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하
였다. 이에 임야청에서는 기존의 산림관리 방향을 목재생산 중심에서
보건∙휴양 기능을 포함한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로 전환하였고, 산림법
개정을 통해 리조트 조성 등을 위한 임지개발허가제도 등도 수립되게 되
었다. 그러나 이 시기 환경기본법 등의 제정은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개
발을 지양하고, 환경보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수
행하였다. 이는 산림휴양자원의 개발에 있어서는 변화제약의 기회로 작
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는 변화기회의 작용을 했
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대한 부담금을 부여
하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도농격차에 따른 지역진흥운동의 등장, 주5일제의 실시 ,
환경기본법의 제정 등은 이 시기 산림법과 임정방향의 수립에 있어 변화
기회의 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자연휴양림 제
도가 레크레이션 숲으로 대체되어 통합관리 되기에 이르고 종합 산림레
크레이션 정비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
치법의 제정으로 산림에서의 보건휴양적 가치가 법적으로 더욱 공고해지
기도 하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일본경제의 거품붕괴 후, 장기침체의 늪에 빠
진 시기로서 국민들의 지출도 점차 감소하던 시기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내수진작을 위해 국내관광 활성화에 힘쓰게 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휴일제도 확대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패
러다임에 도입되며 산림의 다면적 기능을 중시하게 되었고, 관련 예산이
급증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들어 보건∙문화∙교육적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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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이나 생활환경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정비사업이 다수 추
진되었으며, 지역진흥을 위한 산촌진흥대책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장기침체로 인한 소비의 감소는 휴가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관광 확대라는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고,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도
입은 산림의 다면적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산림법이 개정되고 산림
임업기본계획이 수립되는데 있어 변화기회의 작용을 한다. 특히 다면적
기능을 중시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건∙문화∙교육적
산림의 이용이나 생활환경의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정비사업이
다수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는 2010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내수진작
을 위해 국내여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정책을 지속적으
로 수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사회적 여건변화는 산림법개정을
통해 산림경영계획을 마련하고, 산림임업재생플랜에 기반하여 임업과 목
재산업의 재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수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볼 수 있다. 휴양정책에 있어서도 그동안 새로운 시설 조성 등의 양
적성에서 기존휴양시설의 질적개선과 성장을 도모하는 등의 정책으로 방
향이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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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일본 산림휴양정책변동의 외생적 요인-내생적 요인 영향관계

외생적 요인
구분

내생적 요인

구조적 환경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1950

고도경제성장기

생활환경에 대한

~60년대

소득수준 증가

관심증가

제도적맥락

행위자

산림법

임야청

산림법 개정:

여가의 법제도화

체계적산림관리
공해문제 대두

보안림제도 개편 :
보건림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변동

임업기본법 제정

주요 산림휴양정책

국유림
생산능력증강계획

국설스키장, 피난오두막 설치

국유림

자연휴양림 조성 시작

목재증산계획

산업구조변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1970

지역진흥운동 등장

가치관 변화

환경기본법 제정 등

임지개발허가제도,

국유임야사업

종합 산림레크레이션 정비사업 실시(HGP)

~80년대

민간휴양개발사업

주 5일제 실시

환경법 제도기반 구축

산림정비계획제도

역할과경영방향

산림의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확대

스포츠형 레크레이션

1990
~2000년대

버블경제 후 경기침체

내수소비진작을 위한

소비둔화, 도시근교형

여가정책

휴양수요 증가

휴가제도 개선

산림법 개정:

레크레이션 숲으로 대체, 통합관리

창설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 도입
산림의 다면적 기능
중시

산림법 개정 :
시정촌주도
산림시업계획제도
산림임업기본법 제정

학교숲 종합 정비사업 제도 등 산림교육 관심
임정전개방향 및

산림인스트럭터 제도

국유임야사업

녹색어메니티 정비사업

발본적 개혁 도모

농산어촌체제형여가활동기반정비

산림임업기본계획

산림종합이용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수립

산림치유기지 및 로드 인증제 도입

산림임업재생플랜

레크레이션 숲 새로고침 요령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장기 경기침체
2010년대
이후~

개인소비저하, 여가/관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내수진작 위한

지출 축소

온실가스

휴일제도 확대 및

지역, 경제, 사회생활

흡수원으로서의

국내관광 활성화 추진

활성화 시키는

산림역할 대두

산림법 개정 :
산림시업계획>산림경영계획 변경

‘국민관광운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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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임업기본계획

휴양림 관리경영 및 갱신대책
레크레이션 숲 질적향상

2) 정책변동

정책변동은 앞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외생적 요인(구조적 환경)에 의
한 변화기회 및 변화제약 작용이 내생적 요인(제도적 맥락, 행위자)에 영
향을 미쳤으며 정책변동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표 36).
1968년의 ‘자연휴양림 취급에 대해’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은 사실상
일본 산림휴양정책의 경로 시작점에 해당된다. 이 사업은 초기 충분한
조사와 임정심의회의 검토를 통해 준비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에는 산림
의 공익적 기능 강화, 이에 따른 국유림의 관광, 보건, 휴양 기능 자원현
황 파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한 대응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어 1973년의 ‘레크레이션 숲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설스
키장, 야영장, 자연휴양림 등 분리되어 관리되어 오던 국유림내 산림휴양
공간을 ‘레크레이션 숲’ 제도로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자
연휴양림 제도가 대체된 것으로, 기존제도가 제거되고 새로운 제도가 생
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75년에는 급증하는 산림휴양수요에 대응하여 제3섹터의 참여를 활
성화하고자 ‘종합 산림레크레이션 정비사업 실시요령’을 발표하게 된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나 규칙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
추가된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는 보다 심화되어, 1986년에는 휴양객들에
게 휴양이용에 따른 환경정비 비용을 자율적으로 출연하고자 ‘레크레이
션 숲 정비사업’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산림환경정비협력금’ 추진의 제
도적 기반이 되었다.
1987년에는 ‘산림공간 종합이용 정비사업 실시에 대해서’에 근거하여
대표적인 일본 산림휴양 사업이라 불리는 ‘휴먼, 그린, 플랜’ 사업이 시
작되었다. 동 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섹터 등이 산림휴양의 장을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 임업에 관한 보급계발활동 등을 전개하여
농산촌과 도시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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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제정된 ‘산림의 보건기능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산림계획
제도 내에서 산림의 보건휴양적 기능과 그 증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최
초의 법이었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로 형
성된 것과 같다. 또한 동년도에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산림,
임업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서 ‘학교숲’ 활용을 모색하게 되
었고 ‘학교숲 종합 정비사업 제도’를 바탕으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정비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 정비사업을 통해 임업 보급지도 사업과의
연대를 도모하면서 산림과 임업의 보급 교육도 추진하게 되었다.
1990년에는 기존 레크레이션 숲의 구분을 변경한다. 기존에 목재생산
림, 국토보전림, 자연보호림, 마을숲, 도시근교림, 레크레이션숲, 자연교육
림의 7개 구분에서 자연관찰교육림/산림스포츠림, 야외스포츠지역, 풍경
림, 풍치림, 자연휴양림, 레크레이션숲 시설부지의 6개 구분으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는 기존의 정책이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996년
에는 ‘만남의 고향 정비사업 실시에 대해’를 발표하며 국민참가에 의한
산림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갔고,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
온 지역진흥사업과 맥락을 같이하여 산촌지역진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05년 발표된 ‘레크레이션 숲의 향후 전개방향에 관한 개요’를 통해
기존에 양적성장에만 치우쳤던 휴양림 정책을 질적향상으로 전환하게 되
었다. 본 사업을 통해 사업실행 초기 5년간 약 12.5%의 휴양림이 폐지되
었다. 이후 2014년, 2015년 발표된 두 가지 제도는 보다 체계적인 정비를
기반으로 휴양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
다. 이는 기존의 레크레이션 숲 정책이 소진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
전환을 제시하였기에 층화로 볼 수 있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사업
첫해보다 약 29.5%의 휴양림을 폐지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2016년 ‘내일
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비전- 세계가 찾고싶은 일본’ 계획에 따라 산림
경관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산촌지역의 인바운드 수요를 유치
하기 위한 ‘산림경관을 살린 관광자원의 창출사업(2017~2019)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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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일본의 산림휴양 정책변동 내용
정책
1968
「자연휴양림의 취급에 대해」

내용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책변동
유형
형성

‘국유임야경영규정’개정을 통해 국민의 보건 및 휴양을 위한
1973

국유림이 지역시업에 추가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레크레이션 숲의 관리 운영에 스키장, 야영장, 자연휴양림을 비롯하여 자연관찰교육림,
대해서」

대체

야외스포츠림, 풍경림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레크레이션 숲’ 제도 시작

1975
「종합 산림레크레이션 정비
사업 실시요령)」

기존의 ‘레크레이션 숲 제도’를 근간으로 공공과 민간의
공통투자형태의 정비사업 실시

층화

임정의 기본방향 전환에 따라 국유림 기능 재구분(목재생산림,
1986

국토보전림, 자연보호림, 마을숲, 도시근교림, 레크레이션숲,

「레크레이션 숲 정비사업」

자연교육림) 되었고, 이후 자연휴양림 이용자들에게 산림 및

층화

이용시설의 정비, 환경미화에 대한 협력요구
1987
「산림공간 종합이용 정비사업 국유림의 휴양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와 산림정비
실시에 대해서」 - 휴먼, 그린, 일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층화

플랜(HGP)
1989
‘산림의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9
‘학교숲 종합 정비사업 제도’

보건기능 산림소유주는 산림시업계획에 레크레이션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포함
청소년 교육 및 국민 평생학습에의 국유림 활용

형성

형성

기존(목재생산림, 국토보전림, 자연보호림, 마을숲, 도시근교림,
1990

레크레이션숲, 자연교육림)에서

‘레크레이션의 숲 구분변경’

재구분(자연관찰교육림/산림스포츠림, 야외스포츠지역, 풍경림,

대체

풍치림, 자연휴양림, 레크레이션숲 시설부지)
1996
‘만남의 고향 정비사업 실시에
대해서’

국민 참가에 의한 산림가꾸기 사업 실시
– 농산촌지역 진흥 도모

층화

2005
‘레크레이션 숲의 향후

레크레이션 숲 운영관리방향을 ‘양적충족’에서 ‘질적향상’ 전환

층화

전개방향에 관한 개요’
2014
‘휴양림의 관리경영 및
갱신대책의 실시 등에 대해’

휴양림 운영에 있어 이용동향 및 향후 전망, 정비의 실현가능성,
지역자치단체와의 협력 도모

층화

2015
‘레크레이션 숲의 질적향상에

전 휴양림을 대상으로 지정/폐지 근본적 재검토 실시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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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화

제 2 절 한국
1. 개요
산림현황23

(1)

한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나뉘며 이상 총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국토면적 10,030천ha 중 63%(6,335ha) 24 가 산림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유별로는 국유림은 1,618천ha(25.5%), 공유림 67천ha(7.4%), 사유
림 4,250천ha(67.1%)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대 및 탄
소흡수원 확충 등 체계적 산림관리를 위해 국유림 확대정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75천ha의 산림을 국유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표 37).

[표 37] 한국 산림의 소유별 현황
우리나라 산림의 소유 형태별 현황
구분

국유림
계

산림면적(천ha)

1,618

임목축적(천㎥) 264,191

공유림

산림청 소유 타부처 소유

계

시도소유

군구소유

민간소유

1,472

146

467

163

304

4,250

243,281

20,910

72,831

25,522

47,310

587,787

자료 : 한국임업진흥원 (2017)

1970년대 대규모 산림녹화사업을 통해 산림이 조성됨에 따라 1973년
부터 1987년까지 심인 95억본의 나무가 31년생~50년생에 이르고 있으며,
30년생 이하의 산림이 전체 산림의 28%, 31년생 이상이 전체 산림의 72
를 차지한다. 그동안 국내의 산림정책은 보존위주의 관리체계로 운영되
어져 왔으며 제한적인 이용만이 허용되어 국토전체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지관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손학기 & 진정수,
23

(한국임업진흥원, 2017)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됨

24

2015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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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현재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공익적 기능 증대를 위해 산림을 보전산림과 준보전산림으
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보전지역은 전체 산림의 75.6%에 해당한다
(표 38).
[표 38] 한국 산림의 관리구분별 현황
산림의 관리구분별 현황
구분

보전산림

준보전산림

계

임업용

공익용

산림면적(천ha)

4,789

3,221

1,568

1,545

임목축적(천㎥)

732,049

480,206

251,843

192,761

자료 : 한국임업진흥원 (2017)

또한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산림정보를 기반으로 산림이 지닌 잠재력
을 평가하여 산림의 기능을 6가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목재생산
(36.7%)을 위한 산림면적이 가장 넓으나, 임목축적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자연환경보전 목적(21.7%)의 산림면적은 목
재생산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목축적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39).

[표 39] 한국 산림의 기능별 현황
산림의 기능별 현황
수자원함양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

목재생산

산림휴양

생활환경보전

기타

산림면적

902

512

1,378

2,325

585

333

301

(천ha)

(14.2%)

(8.1%)

(21.7%)

(36.7%)

(9.2%)

(5.3%)

(4.8%)

131

71

220

318

91

48

46

임목축적
(천㎥)

자료 : 한국임업진흥원 (2017)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일구어 낸 산림을 잘 지켜나가기 위
해 전체 산림에 대해 조림 및 산림가꾸기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
적인 산림경영활동을 통해 양질의 산림자원 확충 및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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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행정 체계

산림청은 1967년 농림부 산림국에서 산림청으로 발족하였고, 전면적
인 국토녹화사업 추진을 위해 1973년에 농림부 소속에서 내무부 소속으
로 변경되었다. 이후 1987년 다시 내무부 소속에서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2019년 현재 본청 2관 3국 1단 25과 3팀, 53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8).

[그림 8] 한국 산림청 조직도
자료 :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청은 “건강한 산림을 자원순환경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질 좋
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간접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산림
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방향”을 배경으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을
100

비전으로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에 관한 최초의 법은 1908년에 제정된 삼림법이
나, 이는 1911년 삼림령으로 대체되었고 이는 해방직전까지 이어졌다(김
태원, 2009). 해방 이후의 법률체계는 1961년 제정된 산림법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윤여창 & 구자춘, 2010).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황폐화된 산
림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녹화사업
이 필수적으로 부상함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권한 제한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가행위의 바탕이 되는 법률적 기반이 필요하였다(이종영 &
박영도, 2003). 이에 산립법이 제정되었으며, 최초 제정된 산림법은 산림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산림자원에 대해 국가가 직접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당시 산림법의 목적은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자
원의 증진을 도모하여 국토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으로,
산림이용과 보전에 대한 가치를 모두 포함하였다. 그러나 국가 산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산림법도 개정을 반복하며 진화해 왔다. 산림법
은 2001년 산림기본법이 제정과 함께 공존하다 2006년에 폐지되었고, 현
재는 산림기본법이 산림정책의 방향과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산림기본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
하고 임업의 발전으로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산림법 제1조). 산림기본법은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산림의
보전 및 이용,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육성, 국유림 관리 및 산촌
진흥, 국제산림협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25.
산림은 공익적 기능과 국민의 사적자산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117&efYd=20180101#J20:0
산림법은 다음과 같이 제정이유를 밝힘. 일제 때 제정 및 시행된 삼림령, 조선국유삼림미간지및삼림산물
특별처분령, 국유임야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조선국유임야부분림령․ 국유
토석채취규칙․ 산림보호임시조치법․ 사유임야사업제한규칙, 송충구제예방규칙을 폐지하고 종합된 단일법으
로 대체하여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자원의 증진을 도모하며, 국토보존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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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산림이 복원되고 산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달라
짐에 따라, 산림에 관한 법률도 기능별 법체계로 분화하고 있는 추세이
다(이종영 & 박영도, 2003). 이는 1996년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며 본격
화되었고,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에서 기능별 법체계 전환을 위
해 산림기본법 등 5개의 법률로 분법화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21세기 산림비전에 발맞추어 단계적으로 7개의 법률 26 로 분법화 하는 방
안이 제시되었다(김태원, 2009).
산림관련 법률은 산림보호와 산림이용에 대한 법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비교적 초기 산림복원을 위해 제정된 사방사업법(1962), 임
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1962)과, 2000년대 들어 제정된 산지관리법(200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2003),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200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등이 있다. 후자는 지속적으
로 제정되어 온 경향을 보이는데, 초기에 제정된 산림개발법(1972년 제
정, 1980년 폐지)은 산림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산림조합법
(1980), 임업협동조합법(1993), 임업진흥법(199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에 관한 법률(2005),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등을 통해
산림의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진화해 온 산림 관련 법률은, 1990년대 초반 지속가능한 개
발 패러다임의 등장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로 변화되며 이분법적
이 아닌 융합된 차원으로 점차 변화해가고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00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2015) 등은 전통적인 임업과 같은 산림이용에서 탈피하여 이용과
보전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영역을 지원하며, 이는 ‘융합’의 개념으로 산
림법 체계가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장제원, 2016). (표 40).

26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

진흥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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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한국 주요 산림관련 법률
명칭

주요내용
•

산림기본법
(구 산림법)

산림에 대한 국민적 수요 부응과 산림의 이용과 보전의 조화 달성을 위해
제정

•

산림경영, 임업발전, 산림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여 산림 관련 모든
법제와 정책의 통칙의 역할을 함

사방사업법

•

토사의 유출 방지를 통한 국토의 황토화 예방

•

사방사업 계획∙시행∙국토황폐화 실태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방사업관련
보상체계 규정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임업인의 경영능력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정

•

임업의 구조개선, 임산물소득원의 개발 및 이의 유통, 가공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수목원의 조성과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제정

•

수목원의 구분, 수목원진흥 기본계획 수립, 수목원진흥실시계획 수립,
수목원 지원,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지정 등을 규정함

•
산지관리법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됨

•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등에
대한 복구 등을 규정함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국유림의 경영

•

백두대간에 대한 훼손 방지,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함

•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수립, 보호지역의 지정, 보호 와 관련된 보상,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

•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산림보호 및 피해복구를 위해 제정함

•

방재를 위한 국가 및 산림소유자의 의무, 방재의 수행, 지원기구의 설치
등을 규정함

•

국유림의 기능 증진 및 효율성 관리를 달성하고자 제정함

•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 원칙의 제시, 경영관리기관, 국유림 조사,

및 관리에 관한 법

국유림종합계획 작성, 경영관리자문회의 설치, 경영관리사업, 국유림의
구분과 대부 등을 규정함

산림문화∙휴양에

•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

•

산림문화 휴양 기본계획의 작성,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관리, 자연휴양림 및

관한 법률

산림욕장 등의 조성과 관리, 산림길의 조성 및 관리,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에 대해 규정함

산림자원의

•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됨
•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산림용 종묘생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

•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자료 : (장제원, 2016)을 바탕으로 재작성

103

2. 산림휴양정책의 전개
(1)

전후~1960년대

한국의 산림휴양정책은 1960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제5회 World
Forest∙Forestry Congress 및 1962년 제1회 World Conference of National Park
에 정부대표단의 참여를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金相潤 & 永
田信, 1996). 전자에서는 인류복지증진을 위한 산림의 다목적 경영이 논
의되며 한국정부 내 산림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후자를 통해 국
내 국립공원 제도 설립에 대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1967년에
는 지리산이 첫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며 국립공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2)

1970년대~1980년대

증가한 국민들의 산림휴양 수요에 대한 정책대응은 산림청의 제2차
산림기본계획(제2차 치산녹화 10년계획, 1979~1988)의 발간사에도 잘 나
타나 있다. 발간사 서두에는 “국토보존, 수자원 함양, 국민보건∙휴양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수요가 증대되어
국민생활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본
계획 제3절에 공익기능 증대를 포함시켰다. 해당 절에는 자연보호, 보안
림 관리, 휴양림 조성, 야생동물 보호를 주요 정책목표로 하여 공익기능
증대 및 도시화∙공업화에 대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시
책을 제시하고 있다(표 41). 이는‘국토녹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국민조림,
경제조림, 속성조림 만을 강조했던 1차 산림기본계획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전면적 참여와 노력으로 조기 복원한 산림을 국민들
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시책으로서 도시 주변 산림(국∙공유림 우
선)에 휴양림∙위락시설을 확충하고, 휴양림 조성관리를 위한 산림시업 실
시를 실행하며, 임간학교의 설치를 통해 보건휴양과 애림사상고취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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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장소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휴양림과 산림공원이외의 입산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산림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
고 있다.
[표 41] 제2차 산림기본계획(1979~1988) 상의 주요 산림휴양 정책
구분

내용

비전
목표

기본방침

공익기능 증대
산업시설과 국토보전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대
도시화, 공업화에 대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자연보호에 의한 산림공간 정비

4,610개(경고판 등)

보안림의 효율적 관리

15,270개(표주설치 등)

국민보건 및 위락공간 조성을 위한 휴양림 조성

224개소

야생동물의 증식 및 보호

27개소

도시주변 산림의 휴양림지정
국민보건과 정서함양을 위한 위락시설확충
주요시책

휴양림 조성 관리를 위한 산림시업실시
임간학교 설치운영
산림내의 불법, 무단관행적 놀이터, 오락장, 휴게장의 단속정비
휴양림과 산림공원이외의 입산통제강화

자료 : 제2차 산림기본계획(1979~1988) 재구성

이 시기는 환경청 출범(1980년), 자연공원법(1980년) 제정, 국립공원관
리공단 설립(1987년) 등을 바탕으로 국립공원의 지정과 공원계획 및 공
원사업의 시행이 법제화 되는 등 국립공원 시대가 열린시기이기도 하다
(문태훈, 2015). 또한 관광분야에서도 산림휴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움
직임이 나타나는데, 1961년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1962년 관
광자원의 보호와 개발을 위한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1964년 국토자연
환경의 종합적 이용 및 개발, 보전을 위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제정,
1967년 자연풍경지 보호를 위한 「공원법」등의 제정은 국내 관광자원의
보전 및 개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된다(인태정, 2006). 특히 1973년에는 설
악권역이 한국관광진흥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산악형 관광개발단지로 지
정되게 되며 본격적인 산림휴양단지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설악
동 종합개발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로 제시되는데 첫째, 설악산 자연공원
환경을 저해하는 난립상태의 설악동 기존관광촌을 철거하고 자연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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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되는 소공원을 조성하며, 둘째,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인 노루목 및
피골 일대에 새로운 설악동 관광단지를 건설하고, 마지막으로 관련사업
으로 도로막을 확충하고 철거민 수용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 국민학교
신축, 주변환경 정비(농촌주택 개량, 경지정리, 산림녹화사업) 및 등산로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었다27.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공원개발 사업 등으로 1970년대에는 국립공
원, 도립공원, 산간계곡 등이 주요 여행의 장소였으나, 당시 부족한 도로
수단과 교통망의 미비, 적은 자가용 보유 인구 수로 인해 여행거리가 짧
다는 특징이 있었다(인태정, 2006)(표 42).

[표 42] 제2차 산림기본계획 시기 산림휴양 및 관련 정책
구분

산림휴양

기타
1961 산림법 제정
1967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1980 산림법 전면개정(천연보호림 추가)
1961 관광사업진흥법 제정

내용

1962 국제관광공사(한국관광공사) 설립

제2차 산림기본계획
(공익기능증대- 휴양림 조성, 임간학교 설치 등)

1964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정
1967 공원법 제정
1973 설악동 관광단지 개발착수
1975 관광기본법, 관광사업법, 관광단지개발촉진법
1980 자연공원법 제정
1987 관광유치단 파견

자료 : 제2차 산림기본계획, (문태훈, 2015; 인태정, 2006) 재구성

1980년대는 정치적∙경제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통해 시대현실에 맞는
여가 및 관광정책 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였고, 국민관광이 본격적으
로 시작된 국민관광시대라고 볼 수 있다(홍경완, 2007). 이에 한국의 산림
청에서도 제3차 산림기본계획인 「산지자원화 10년계획」을 통해 국공유
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명산, 대관령, 신
불산폭포 등 3개의 자연휴양림이 최초 조성되었다.

27

여행신문 : 한국관광 50년 비사 (관광단지 개발)

http://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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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0년대~2000년대 초반

1980년대 후반 경제성장이 안정기에 접어들며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
화에 따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증대되었다. 이에
「제3차 산림기본계획(산지자원화 10년 계획, 1988~1997)」은 「제1차 치
산녹화 10년계획(1973~1978)」과「제2차 치산녹화 10년계획(1979~1987)」
이 연료림 조성과 조림확대 등 산림의 보호 및 보존에 중점을 두었던 것
과 달리, 산지효용의 극대화를 통해 ‘산지소득개발’과 ‘공익기능증진’을
이루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였다. 특히 제3차 기본계획의 발간사에는 이
와 같은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2000년도 고소득 복지산업사회가 다가오면서 국민생활의 질은 크게
향상되어 목재수요는 물론 맑은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
산림 「 레저 」 수요는 현저히 증가되고 휴식, 문화공간으로서의 산림의
역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2차 기본계획 때 언급되었던 ‘휴양림 조
성’이 기본계획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며 사업추진도 본격화되었다. 1988년
유명산, 대관령, 신불산폭포에 자연휴양림이 처음 조성된 이래 1990년에
는 산림법 개정을 통해 자연휴양림 조성기준이 마련되고, 구체적인 시행
령과 시행규칙 등이 제정되며 보다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류강현 (2013)은 자연휴양림의 발전단계를
두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988년에서부터 1998년까지를 자연휴양림 도입
1기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 기간 조성된 자연휴양림은 89개소에 이른다.
이후 1999년 휴양시설의 종류∙기준(제32조) 등이 산림법 상 재개정 되며
보다 간략해진 시설기준으로 바뀐 후 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을 자연휴
양림 도입 2기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과 인지도를 점차 높이는 시기로서, 자연휴양림이 대표적인 산림휴양시
설로 자리매김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추가로 21개소가 조성되어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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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는 총 110개의 자연휴양림이 조성∙운영되고 이용자수도 1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휴양림의 숙박기
능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최초 숙박시설이었던 ‘산막’이 산림문화
휴양관, 야영장, 숲속의 집 등으로 규모와 목적에 따라 달리 조성되며 숙
박문화가 활성화 되었고, 이는 그동안 오지였던 산간 지역발전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산림수목원 관리 및 조성사
업이 추진되며 산림의 종합적인 국민홍보,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산림기
능의 인식제고, 청소년의 학습장 활용을 통한 자연보호사상 고취를 도모
한 시기이기도 하였다(표 43).

[표 43] 제3차 산림기본계획(1988~1997) 상의 주요 산림휴양 정책
구분
비전
목표

사업
계획

주요
시책

내용
휴양림 조성

산림수목원 관리 및 조성

도시화, 공업화에 따른 국민의 보건휴양과

산림에 관한 계도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휴식공간 제공

국민애림사상 함양

휴양림 조성

60개소

수목원 관리

663ha(5개소)

임간학교 운영

6개소

지방수목원조성

163ha(4개소)

산림에 관한 종합적인 국민홍보 계도

도시근교 산림을 휴양림으로 지정관리
국민의 보건과 정서함양 위한 편의시설 확충
임간학교 설치 및 운영

국민의 휴식공간 제공으로 산림기능의 인식제고
청소년의 학습장으로 활용, 자연보호사상 고취
향토수종 및 산림사료의 영구보존

자료 : 제3차 산림기본계획(1988~1997) 재구성

이어 수립된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는 계획의 목표가 ‘지속가능한 산
림경영 기반구축’으로 전환됨에 따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
도 더욱 부각하게 되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8개 주요과제가 설정되었
으며, 산림휴양은 일곱번째로 제시되며 “산림 휴양∙문화를 진흥하고 산촌
종합개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표 44). 휴양공간 확충, 산림
문화 진흥, 산촌의 다목적 종합개발이 이를 위한 주요 시책으로 개발되
었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비롯 산촌종합개발을 통한 활
기찬 산촌사회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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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 변경 전) 상의 주요 산림휴양 정책
구분

내용

비전

산림휴양∙문화의 진흥과 산촌종합개발
휴양시설확충과 산림문화진흥으로 ‘삶의질’향상에 기여

목표

산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활기찬 산촌사회를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운영기본방향정립
산림휴양공간 확충

휴양림유형별 모델정립과 시설기준 정립
청소년 숲속수련시설과 프로그램개발- 제2의화랑도양성교육
누리는 산림문화의 확산
산림문화 유산의 체계적 관리

주요시책

산림문화 진흥

친자연적인 산림문화 공간조성 (예:국민의숲(레크레이션숲)지정)
국민들의 산림체험기회 확대
범국민적인 산림문화 축제개최
산촌지역 구분과 개발대상산촌 지정

산촌의 다목적 종합개발

산촌 유형별 개발모델 정립(산림소득형, 휴양림연계형, 농림업복합형)
산촌종합개발 추진체계 확립
지원체계확립

자료 :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 재구성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산림휴양 정책
은 계획변경(2003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2000년대 들어 더욱 다양해진 국민들의 산림휴양 수요를 적극 수용한 산
림정책 전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충이 시급해졌으며, 이
에 그간의 중장기 계획은 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변경되게 되었다. 자
연휴양림 조성을 통한 ‘산림휴양’정책에서 문화정착과 지역개발을 목적
으로 ‘산림휴양∙문화 및 산촌개발’로 발전해 왔던 산림휴양 정책은 변경
된 4차 계획에서 ‘산림의 사회적 기능’으로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의 정
책추진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기존의 4차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에 따라 도시숲 확충이 주
요시책에 추가되었다. 또한 산촌의 정주여건 개선 이외에도 산촌을 ‘녹
색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표 45).
이처럼 정책발전기의 산림휴양 정책은 적극적인 자연휴양림 조성을
중심으로 점차 산림교육, 산림문화, 산촌개발 및 녹색관광 자원 육성 등
으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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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제4차 산림기본계획(2003~2007, 변경 후) 상의 주요 산림휴양 정책
구분

내용

비전

산림의 사회적 기능 제고
산림재해 방지체계 확립
도시숲 확충

목표

산림휴양∙문화진흥
산촌을 살기좋은 거주공간으로 개발
다양한 형태의 도시녹지공간 확충
도시숲 확충

시민참여 및 지원프로그램 확대
도시숲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자연휴양림 조성확대
생활권 지역의 산림휴양시설 확충

주요시책

등산로 보전∙관리 강화

산림휴양∙문화진흥

산림휴양자원 보전∙관리 강화
산림휴양객 안전관리 강화
산림의 교육∙문화 기능 활성화

산촌을 살기좋은

산촌 정주여건 개선

거주공간으로 개발

산촌을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자료 : 제4차 산림기본계획(2003~2007, 변경 후) 재구성

(4)

2000년대 중반~현재

정책형성기와 정책발전기를 거쳐 산림정책에서 비중이 점점 높아지던
산림휴양 정책은 기존의 「산림법 」이 「산림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별 법체제로 정비되어 2005년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
한 법률」등으로 분법화 되며 더욱 본격화 되었다. 이를 통해 산림휴양∙
문화서비스의 제공, 전문가 양성 및 도시림 조성 등을 위한 독립적인 법
률체계 28 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연휴양림에 대한 모든 법∙제도
적 기반을 담고 있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산림문화와 산림
휴양 자원의 보전,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2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자연휴양림·산림욕장·등산로 조성,
산림해설가·등산안내인 양성, 청소년 산림단체 육성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가로수 조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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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 상에 나타난 산림휴양정책은 산림법의
분법화와 함께 더욱 비중이 높아진 산림휴양기능의 확대를 담아내고 있
다(표 46). 산림휴양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비전이 ‘산림의 사회적 기능
제고’(4차계획)에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충’(5차
계획)으로 재정립되었으며, 주요 추진과제도 더욱 세분화 되고 구체화
되었다. 특히 5차 기분계획에서는 증가한 등산 및 산악레포츠 수요에 따
라 제반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이 주요정책에 포함되었으며, 산림의 사회
적 역할 강화 및 일자리 확대 등도 더욱 강조되었다. 이는 2011년 치유
의 숲 조성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높아진 산림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여 2011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및 활용의 근거가 마련되기
도 하였다.
산림휴양 정책의 발전기에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 이외에도 관련 조
직의 개편 및 신설도 뒷받침되었다. 2002년 ‘산림문화과’가 설치된 이래
로, 정책여건에 따라 등산정책팀, 도시산림정책팀, 산림휴양등산과, 산림
교육문화과, 산림복지정책과 등 조직명칭 변경 및 부서개편 등도 추진되
었다. 2005년에는 그간 지방 산림청별로 관리되어 오던 자연휴양림 업무
를 총괄하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설립되었으며, 동 기관은
2006년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1년에는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재구분되었다.

또한

등산인구

증가에

따라

「 등산지원기본계획

(2007~2017)」이 수립되었고,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활동
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동법 개정을 거쳐‘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도
정부인가 법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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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 상의 산림휴양 정책 비전
구분

내용

비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충
도시 녹색공간 확충
국민수요에 맞춘 휴양∙문화서비스 확대
쾌적한 등산∙산악레포츠 환경 조성

목표

산림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일자리 확대
국유림의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다기능적 생활공간으로서 산촌진흥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색생활환경 제공
: 생활권 도시림 면젹 (‘05)6.6㎥/인 →(‘17)10.0㎥/인
도시 녹색공간 확충

도시림 조사∙계획체계 정비 및 지표개발
도시림 확충 및 녹색네트워크 구축
도시림 조성 시민참여 활성화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휴양∙문화 서비스 제공

국민수요에 맞춘
휴양∙문화서비스 확대

: 자연휴양림 이용객(’06)578만명→(’17)1,500만명
차별화되고 개방적인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휴양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안전관리 등 휴양림 운영개선
산림문화∙휴양정보망 운영 및 산림문화자산 지정∙관리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등산∙산악레포츠

쾌적한 등산∙산악레포츠

: 등산로 훼손구간 정비 : (‘08~’17) 2,595km~

환경 조성

등산로 유형/등급구분, 등산로 기본도 제작 등 지원체계 구축
등산로 정비, 산악레포츠 코스개발 및 시설 확충
산림항공구조대, 등산안내센터 설치 등 서비스 강화

주요시책

산림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역할과 기능 확대
산림의 사회적 역할 강화

: 수목장림, 치유의숲(‘06개소) → (’17)15,18개소~
일자리 창출 : (’06)15천명 → (’17)100천명~

및 일자리 확대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
수목장림 제도 조기정착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10만일자리 창출)
국유림의 다양한 기능발휘와 국민의 숲으로 경영∙관리

국유림의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국유림비율 : (’06)23%→(’12)25%→(’17)28%~
국유림 경영 및 관리방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운영
국유림 확대 및 국민의숲, 공동산림사업 등 서비스 강화
국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및 국유림 관리 정보화∙과확화
경제∙환경∙문화적으로 살기좋은 산촌조성

다기능적 생활공간으로서

: 산촌생태마을 (‘06)138개→(‘12)303개→(‘17)603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특화된 산촌생태마을 조성

산촌진흥

산촌 주거환경 정비, 소득증대 사업 확대
도농교류, 녹색관광 활성화 및 산촌지원체계 정비

자료 :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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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세분화된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
업을 추진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산림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적극적으
로 대처하고 질 높은 친환경적인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2008~2017)」이 수립되었다.
동 계획은 산림문화∙휴양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10년간의 장기계획
이자 관련분야 각종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본계획, 또한 산림휴양시설 조
성, 프로그램 운영, 등산로 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2011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교육종합계
획(2008~2017)」도 수립되었다. 동 계획은 산림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제
시하는 중장기 전략계획으로서,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단독 계획의 성격을 가
지나 산림기본계획 이행 및 기존계획(산림문화∙휴양, 산촌진흥, 도시림,
산림생물다양성,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및 기후변화 대응 산림종합대책
등)과 연계한 세부계획으로 수립되었다.
또한 2011년에는 기존의 수직적 등산문화가 올레길∙둘레길 등의 유행
으로 수평적 걷기문화로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산행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의 개정을 통해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등산
∙트레킹∙산악레저스포츠탐방 및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숲
길 조성∙관리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숲길관리청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추진해야 할 숲길 정책개발 및 목
표설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전국 숲길 네트워크 구축, 숲길
보전 기능 강화, 숲길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숲길지원 기
반 정비를 주요과제로 하여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건강하고 가치있는
숲길문화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13년에는 기존에 수립되었던 제5차 산림기본계획이 새로운 정부의
출범 등에 따라 기존의 10년계획(2008년~2017년)에서 5년계획(20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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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로 변경되어 재수립 되었다. 기존의 계획이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
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새로 수립된 계획은 ‘산림복지’의 관점
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의 확대∙재생산 체계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삶의 질 증진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의 새로운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다.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산림의
휴양적 가치 이외에도 보건, 문화 교육 등 복지적 측면의 산림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였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도시숲 확충과 산림경관의 보전 및 관리와 같은 녹색
공간 확충 이외에도, ‘산림복지’의 관점에서‘생애주기 맞춤형 산림복지서
비스의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다양화∙다변화된 국민들
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013년 「산림복지 비
전선포식 」 을 통해 ‘산림복지로 국민행복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산림복지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은 2015년 제
정되는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2013년에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숲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며 기존의 「도시림 기본계획(2008~2017)」의 계획도 2013년
부터 2017년으로 변경되기에 이른다.

이에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

실현’을 정책비전으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을 목
표로 하는 새로운 「 도시림 기본계획(2013~2017) 」 이 수립되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 계획에서는 녹색네트워크 구축, 녹색공간
확대, 녹색공간의 질 향상, 도시녹화운동 전개, 녹색공간의 조성∙이용∙관
리 기반구축 등을 주요전략으로 삼아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목표
년도 까지 8.5㎥까지 확대 달성하고자 하였다(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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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2013~2017) 상의 산림휴양 정책 비전
구분

내용

비전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재생산 체계 구축
도시숲 확충과 산림경관의 보전 및 관리
생애주기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의 확대

목표

산림과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활력있는 산촌 만들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색공간 확충
1인당 생활권 도시숲면적 : (;12)7.95→(’17)8.6㎥/인
도시숲조성

도시숲 확충과 산림경관의

가로수 조성

보전 및 관리

학교숲조성
무궁화 동산조성
마을숲 조서복원
경관숲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구현
산림복지단지 조성

생애주기 맞춤형

산림교육활성화 기반구축

산림복지서비스의 확대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확충
산림치유시설 확대
산림치유 효과 규명
수목장림 인프라 구축

주요시책

산림문화 프로그램 및 기반 구축
전국 숲길네트워크 구축
국가트레킹길 조성 :2,600km 백두대간∙정맥등산로정비:721km
지역 트레킹길 조성:1,084km 생활권등산로 정비:5,056km
산림과 문화가 어우러진

국가숲길네트워크 구축∙관리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지역숲길 네트워크 구축∙관리
숲길의 보전적활용을 위한 기반 확립
숲길의 건전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산행 서비스 제공
숲길 정보망의 효율적 구축∙운영
법령체계 및 제도 개선
가고싶고, 살고싶은 산촌 실현
산촌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100개육성

활력있는 산촌 만들기

산촌개발사업
산촌 프로그램 개발
산촌 지원체계 정비

자료 : 제5차 산림기본계획(2013~2017, 변경 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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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 의 제정은 그동안 산림휴양∙교
육∙치유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각종 산림복지 관련 정책의 통합
적 비전 설정과 유기적 추진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며 보다 체계적인 정책추
진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에서는
변경된 제5차 기본계획보다 한층 더 강화된 ‘산림복지’정책추진의 비전
과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표 48)

[표 48]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 상의 산림휴양 정책비전
구분

내용

비전

일상 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도시를 숲이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창조
산림복지서비스 저변 확대

목표

맞춤형 산림교육 제공 및 교육품질 향상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산림치유서비스 보편화 및 효과성 향상
도시숲∙가로숲 시스텤 구축과 바람길 조성

도시를 숲이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창조

도시녹화운동으로 도시숲 조성∙관리외연 확대
권역별 맞춤형 산림복지단지 조성

산림복지서비스 저변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민간 참여 활성화
소외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확대
정규 교육과정 및 평생학습 연계확대

맞춤형 산림교육 제공 및 교육품질 향상

4차산업 활용 콘텐츠 개발

주요시책

한국형 산림교육정책 수출
산림휴양시설 특성화, 에너지 절감 기술 적용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확충 및

5대 트레일과 명산 둘레길 조성, 지역사회와 연계

서비스 품질 개선

산림문화자산 발굴∙관리∙활용체계 구축
산림레포츠의 산업화 지원 및 관광과 연계
치유의 숲 특성화 및 프로그램 질 개선

산림치유서비스 보편화 및 효과성 향상

보건소 연계프로그램 개발∙운영
사회보장서비스와 연계운영

자료 :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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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차계획에서는 기존에 산림휴양∙교육∙치유 등 분절적으로 이루어
졌던 여러 정책과 기본계획 들이 ‘산림복지’로 통합된다는 점에 있어기
존의 정책발전 과정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6차 기본계획을 바
탕으로 수립된 「산림복지진흥계획(2018~2022)」은 이를 더욱 잘 설명한
다. 동 계획은 산림복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으로서 산
림복지 분야별 기본계획을 통합하는 법정계획으로 마련되었다. 6차 산림
기본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복지 관련 다른
국가계획(산림청∙타 부처)을 합리적으로 연계∙실처하는 중장기 가이드라
인이 마련된 것이다(그림 9). 또한 2017년 산림이용 및 복지활성화 지출
예산 규모는 약 2,819억원으로 2005년대비 약 2.8배 증가하였으며, 산림
청 전체예산 2조 11억원의 1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9] 산림복지진흥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자료 :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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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휴양정책 변동요인 분석
(1)

외생적 요인

1) 구조적 환경
① 경제적 요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경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
다. 한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룩한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무엇보
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1960년대 초 이래 한국이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한다(그림 10, 표 49, 표 50).

KOR GDP (current US$)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그림 10] 한국의 명목 GDP 변화
자료 : WorldBan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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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Billion $

[표 49] 제1차~제4차 5개년 계획 간의 비교
1차(1962-1966)

구분

2차(1967-1971)

3차(1972-1976)

4차(1977-1981)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GNP(%)

7.1

7.8

7.0

9.7

8.6

10.1

9.2

5.6

실업률(기간말,(%))

14.8

7.1

5.0

4.5

4.0

3.9

3.8

4.5

-

19.3

-

13.9

-

21.0

8.8

19.9

28.0

38.6

17.1

33.8

22.7

32.7

16.0

10.5

물가(GNP deflator)
(%)
수출증가율(실질)(%)

자료 : 경제기획원 (1994) 재인용

[표 50] 한국의 1차~6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주요내용
계획 명칭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1962-1966)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1967-1971)

주요사업

비고

에너지원 확충(전력, 석탄)

베트남 파병

기간산업확충

고속도로 건설

사회간접자본

발전소 설치

식량자급자족 및 산림녹화
공업화 추진

공업단지 건설

과학기술 진흥

제3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경제자립

1973년 1차 오일쇼크

(1972-1976)

중화학 공장건설

중동에 건설근로자 파견

제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자력성장구조 확립

1977년 100억 달러 수출달성

(1977-1981)

기술혁신

1979년 2차 오일쇼크

물가안정

획기적인 물가안정

개방화

1986년부터 3저호황으로

시장경쟁활성화

경상수지 흑자

제5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1982-1986)
제6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자율∙경쟁∙개방에 입각한 시장질서 확립

(1987-1991)

소득분배 개선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자료 : 한승희 (2017)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의 개발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사회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고, 이는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진전시켰
다. 경제발전을 통해 향상된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였고, 국민들의 노력으로 일구게 된 산림은 최고의
야외휴양장소로 거듭나게 되었다. 정부에서도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여가
∙휴양∙관광과 관련한 행정조직 및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국민들에게 휴
양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이런 여가∙휴양∙관광 자원 개발의
또다른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외화획득을 꾀하고자 했던
것으로써, 1961년의 「관광사업진흥법」, 1962년 관광자원의 보호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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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1967년「공원법」등은 자연경관과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었다(홍경완, 2007).
이후 1970년대에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 인프라가 발달하며 관광
지 접근성이 더욱 좋아졌고, 소득의 향상과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경제
적 변화는 국민들의 국내여행 참여도 더욱 높이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8%대와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
을 보여 주었던 한국경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거치며 2000년대
들어 4%대의 경제성장률로 하락하게 된다(한승희, 2017). 그러나 경제성
장이 적정한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국민들은 소득분배나 빈곤문제의 해
결, 지역격차 해소, 사회통합 등과 같은 사회발전과 자연환경 보전 등 질
적성장에 대한 관심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인식의 전환은, 산림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국가주도의 치산녹화사업을 통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성공적으
로 산림복원을 달성하자, 1980년대 후반에 수립된 3차 산림기본계획에는
‘산지소득개발’과 ‘공익기능증진’이 기본목표로 등장하였다. 이는 지역간
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휴양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산림청의 의
지와 정책우선순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산림청에서는 3차 계
획에서 증가한 산림휴양수요에 대응하고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시작
하였다. 류강현 (2013)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총생산과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를 비교한 결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자동차등록수와
자연휴양림 이용자수를 비교한 결과도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접어들며 실
질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나(그림 11), 경제침체가 시작되며 기존 성
장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인당 소득은 증가하
였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을 정체시키고, 이에 국민들이 여가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득에
따라 여가활동에도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다(이정훈 & 김소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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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한국의 1인당 GNI 변화
자료 : World Bank Data

이에 가장 최근 수립된 6차 산림기본계획에서는 ‘경제산림’, ‘생태산
림’, ‘복지산림’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보다 국민복리 증진의 관점에서 산
림정책과 산림휴양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정책이 여가나 관
광 중심의 ‘산림휴양’ 중심에서, 점차 산림교육, 산림문화, 산림치유 등
보다 복지관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사회적 요인

196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야외활동을 중
심으로 하는 여가행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관련 법제도가 정비
되었고, 정부는 여가공간의 제공과 이를 산업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관
광산업을 경제정책의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관광자원을
확충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1961년 「관광사업진흥법」을 제
정을 시작으로 1972년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제정을 통해 관광개발의
기금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1975년에는 「 관광기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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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관광단지개발촉진법」등을 제정하여 관광산업을 확장
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기 수립된 이
상의 법∙제도는, 국민여가의 증진보다는 관광을 통한 경제발전과 외화확
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후 경제가 더욱 성장함에 따라 국민들
의 여가관이 변화하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 1980년대
전두환 정권부터 정책이 조금씩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지역개발 및 환경
적 문제가 관광정책 영역에 포함되어 이를 위한 법제화 등이 추진되었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며 지역발전형 국내관광 활성화전략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한국의 산촌진흥과도 연계된다.
국민들의 여가∙휴양활동 패턴이 크게 바뀌게 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의 도입이었다(그림 12). 여가시간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가족단위 관광과 체험 위주의 동적관광의 확대가 나타났
다. 산림에서도 정상정복형 등산위주의 수직형 활동에서, ‘올레길’, ‘둘레
길’ 등의 영향으로 수평적 활동이 보편화되었으며 이에 관련 기본계획도
수립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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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여가시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가처분 소득의 정체는 여가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여가문
화도 각각 다르게 발전되어 온 경향을 보인다.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골
프나 스키, 캠핑, 해외여행 등의 고비용 여가활동 수요가 증가한 반면 서
민층은 이와 같은 소극적이고 저비용의 여가활동 만을 향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인구구조의 급격
한 변화는 산림휴양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산림휴양정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③ 환경적 요인

1967년에는 지리산 국립공원이 우리나라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며
자연보전정책의 단초가 만들어졌다. 이후 1977년에는 민간단체로서 자연
보호중앙협의회가 결성되었고, 이는 자연의 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
한 범국민적인 자연보호운동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1978년에는 자연보
호헌장 선포를 통해 국민운동 차원에서 자연보전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
다. 1980년에는 환경청 출범과 자연공원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자연환
경보전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이후 헌법에 환경권 조항
이 최초 명시(1980), 전국 자연환경조사 최초 시행(1986), 환경보전장기종
합계획(1988) 수립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경보전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1991년 자연환경보전법의 제정과 1994년 환경부로의 승격은 자연환경보
전정책의 기틀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손학기&진정수, 2015).
자연환경보전업무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기본적 쳬계를 갖추게 되
었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연생태계의 자연경관, 수자원, 문화
재의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자연상태가 원시
성을 가지거나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보호 및 연구의 가치가 큰지역은 자
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문태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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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환경보전에 대한 높은 관심은, 도시민들로 하여금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에 대한 수요를 불러 일으켰다. 이에 1990년을 기점으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갖춰지며 자연휴양림이 조
성되고, 관련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기조에 발맞추어 자연환경보전정
책에도 세계화의 바람이 불었으며, 이에 철새보호협정 체결(1994.6 러시
아), 생물다양성협약 가입(1994.10), 철새보호협정 체결(1996.12 호주), 인
제군 대암산 용늪 람사르습지 등록(1997.3), 우포늪 람사르습지 등록
(1998.1) 등과 같은 국제활동이 이전 정부에 비교하여 현저히 증가하였다
(문태훈, 2015).
2000년대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패러다임 도입에 따라 국가의 전반
적인 환경정책도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여 추
진되었다. 생물다양성 보전 등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2005) 등의 수립을 통해 한반도의 생태축을 구축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이는 그동안 ‘휴양림조성’등 시설
조성에 집중되어 있던 산림휴양 정책에서 ‘자원관리’측면의 정책을 고려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며, 국가의 주요 정책기조가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설정됨에 따라 환경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이 시
기의 자연환경보전정책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비롯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생물자원보전 및 이용과 관련한 정책들이 발전하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
와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증진’이 주요 정책비전으로 제시되며 산림휴양
정책은 보다 국민복리증진의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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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역대 정부별 주요 자연환경보전 정책
시기
박정희(1964~1979)
전두환(1980~1988),
노태우(1988~1993)

주요 정책
산림녹화정책(1차,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국립공원 지정(1967), 자연보호헌장 선포(1978)
자연환경보전법(1991), 산지자원화계획(1988-1997)
생물다양성협약 가입(1994)

김영삼(1993~1998)

용늪, 우포늪 람사르습지 등록(1997, 1998)
산지이용체계 개편(1995) 공익임지, 생산임지, 산업임지

김대중(1998~2003),
노무현(2003~2008)
이명박(2008~2013)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0)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05)
참여정부 산림정책백서(2008) 건강한 산림, 풍요로운 산, 행복한 국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설정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2008)
국정과제 :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산림부국)실현_ 산림가꾸기,

박근혜(2014~2016)

목재산업 육성, 산림복지 공간 및 도시산림 확충,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등으로 산림가치 극대화

문재인(2017~현재)

국정과제 :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자료: 문태훈(20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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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생적 요인

1) 제도적 맥락 : 산림법
1961년 12월 27일 제정된 산림법(법률 제881호)에는 ‘본법은 산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자원의 증진을 도모하며
국토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980년 1월 산림법이 전문 개정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1980년 1월 4일 전문개정된 산림법(법률 제3232호)상 제1조 목적 조항
은 ‘이 법은 산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과 경제적
자원증식 및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도모하여 국토보전과 국민경제의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61년의 산림법상 목
적과 비교하면, ‘산림자원의 증식’구절이 ‘경제적 자원증식’으로 바
뀌고 ‘공익적 기능의 증진 ’ 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표 52).
이는 산림정책이 1970년대까지는 국토녹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과 산림보호에 중점을 둔 반면, 1980년 이후에는 수원함
양 등과 같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으로 전환되어 간 것을 반영한다.

[표 52] 산림법과 산림기본법 목적 규정(제1조)의 비교
구분

기본원칙

산림법(1961)

산림에 관한 기본원칙

산림법(1980)

산림에 관한 기본원칙

수단

최종목적

산림의 보호육성

국토의 보전

산림자원의 증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산림의 보호육성
경제적 자원증식

상동

공익적 기능의 증진
산림법(1990)

산림기본법(2001)

산림의 보호육성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임업생산력 향상

관한 기본사항
산림정책의 기본사항

상동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산림의 다양한 기능증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임업발전 도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자료: 김용하(2008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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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월 13일 개정된 산림법(법률 제4206호)은 새로운 목적을 제시
하고 있다.‘이 법은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
하여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산림법과 비교하면 ‘산림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가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사항
을 정하여’으로 개정되고, ‘임업생산력의 향상’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 5월 산림기본법(법률 제6477호)은 기존의 산림법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산림기본법에서는 목적을 ‘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 증진’이
최초로 법 목적에 규정된 것으로써, 산림에 대한 기대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법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산림정책’이란
용어도 처음 등장하여,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후 2005년에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기본법이 산림정책에 대한 기
본적인 법제도적 기반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산림법의 분법화와 따라, 2005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9년는 산림기본법이 산림보호 및 보존을 강화
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며, 이 때 산림재해를 산사태, 산림병해충, 산불
로 구체화 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
는 산촌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산촌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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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자 : 산림청
과거 우리나라의 산림은 일제 강점기 수탈과 6.25 전쟁을 거치며 황
폐화 되었고, 해방 후 무분별한 화전과 불법벌채 등으로 인해 이는 더욱
심각해져 갔다. 이에 국가에서는 산림복원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여 정
부주도의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 성
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국민적 노력으로 복원된 산
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변화하며 산림정책의 방향도 함
께 변화하여 왔다.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전개는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산림기본계획에 잘 나타나고 있다. 시기별 산림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표 53] 한국 산림기본계획의 변화
산림기능에

구분

계획기간

소관부처

목표

대단지 산지개발계획

1970-2004

농림부(1967~)

보속생산

경제재

1973-1982

내무부(1973~)

전국토 속성녹화

공공재

1979-1988

내무부

산지 자원화

공공재

1988-1997

농림수산부(1987~)

산지효용 극대화

경제재≤공공재

1998-2007

농림부(1996~)

제1차 치산녹화10년계획
(제1차 산림기본계획)
제2차 치산녹화10년계획
(제2차 산림기본계획)
산지자원화계획
(제3차 산림기본계획)
제4차 산림기본계획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구축

대한 시각

경제재≥공공재

사람과 산림이 어우러진
제4차 산림기본계획(수정) 2003-2007

농림부

풍요로운

경제재≤공공재

녹색국가 구현
제5차 산림기본계획

2008-2017

농림수산식품부

제6차 산림기본계획

2018~2037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 장제원 (2016, p. 45)을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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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체계적
활용과 관리
경제산림, 복지산림,
생태산림

공공재
경제재≤공공재

1967년 산림청 설립 이후, 국토녹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대단지 산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1973년 수립된 제1차 치산녹화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산림기본계획이 본격 추진되었다.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역사에서 산림휴양정책의 등장은, 제2차 치산녹
화계획에서부터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제3절에 “공익기능 증대”가 포
함되었고, ‘국민보건 및 위락공간 조성을 위한 휴양림 조성(224개소)’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주변 산림의 휴양
림 지정, 국민보건과 정서함양을 위한 위락시설 확충, 휴양림 조성 관리
를 위한 산림시업 실시, 임간학교 설치운영, 휴양림과 산림공원이외의 입
산통제강화 등과 같은 시책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후 제3차 산림기본계획(산지자원화 10년계획)에서는 산림휴양정책이
보다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동 계획은 정부주도하의 녹화∙규제위
주의 임정에서 자율과 조장위주의 임정으로 기조를 전환하였다. 치산녹
화 1∙2차 계획에서 황폐된 산림의 복구가 일정정도 해결되었다고 판단하
고, 제3차 계획에서는 산림의 자원화를 우선순위로 하여 목표를 산림소
득원 개발과 공익기능 증진의 조화로운 추진을 통한 산지효용의 극대화
에 두고 산지의 합리적 이용, 우량목재자원의 조성과 경영기반 확충, 임
산물유통체계 정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제시
하였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서는 사람과 산림의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
가를 주요비전으로, 산림의 사회적 기능확대에 더욱 힘을 쏟고자 하였다.
이에는 산림휴양문화의 진흥과 산촌종합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 부터는 지속가능한 녹색복지국가 실현이 주
요비전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며

국민들

이 산림을 대하는 시각이 변화한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산림이
단순히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를 위한 산림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
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표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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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산림기본계획에 나타난 산림문화∙휴양자원관리 방향
계획명
제1차, 2차
산림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방향

치산녹화

치산녹화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산지의 합리적 이용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

산지효용의 극대화

(1988~1997)

(산지소득개발+공익기능증진)

우량목재자원의 조성과 경영기반의 확충
임산물의 안정공급과 유통체계 정비
다양한 산촌소득원의 개발조장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산림문화 창달

제4차
산림기본계획

보다 가치있는 산림자원조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1998~2007)
제4차
산림기본계획
(2003~2007) 수정
제5차
산림기본계획
(2008~2017)

경쟁력 있는 산림산업 육성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 확립

사람과 산림이 어우러진

산림의 경제적 기능제고

풍유로운 녹색국가 구현

산림환경의 건강성 증진
산림의 사회적 기능확대

지속가능한 녹색복지국가 실현세계10위 산림관리 선진국-

제6차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산림기본계획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2018~2037)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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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있는 국가자원
건강한 국토환경
쾌적한 녹색공간
건강하고 가치있는 산림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창출
국민 행복과 안심국토 구현
국제기여 및 통일대비

(3)

정책변동

1) 외생적 요인 – 내생적 요인 영향관계

외생적 요인인 구조적 환경은 내생적 요인인 제도적 맥락과 행위자에
게 변화기회 혹은 변화제약 기제로 작용하여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한국의 정책변동에 있어 시대별 외생적 요인과 내생적 요인의 관계
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5).
한국 전쟁 이후 황폐화 된 한국경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주도
개발정책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경제성장과 함께 향상된 국
민들의 소득수준은 여가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환경
적 측면에서는 1967년 지리산이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첫번째 국립공원
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국내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단초가 마련된 역사
적 사건으로서 자연경관 보호와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
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시기 제도적 맥락을 살펴보면,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된 이래, 농림
부 산림국은 1967년 산림청으로 승격되며 본격 산림중앙정부부처로서의
발걸음을 처음 내딛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후 황폐화된 산림복원에 모든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었고, 산림휴양과 관련하여 명확한 정책을 추진하
지는 못하였다.
본격적인 산림행정체제를 갖춘 이후 1970년대부터 1980년대 기간에는
경제가 안정성장기에 접어들며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여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는 1970년대 고속도로망 확충 및
자동차의 증가 등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며 더욱 확산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민들의 여가수요에 대응하여 국가주도의 여가개발이 이루어진 시기였
으며, 초기에는 외화획득의 목적으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환경적 차원에서는, 1978년 자연보호헌장이 선포된 이래 국민운동 차원에
서 자연보전정책이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 들어서는 환경권 조항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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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명시되고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등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가던
시기였다.
산림청에서는 이처럼 증가하는 여가∙휴양수요를 인지하여 제2차 산림
기본계획 수립 당시 공익기능 증대를 명서히고 ‘국민보건 및 위락공간
조성을 위한 휴양림 조성’을 주요목표로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는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조성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자
연휴양림의 조성은 1990년 산림법 개정을 통해 자연휴양림 조성기준이
마련되며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1970-198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국민소득증가와 함께
여가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일으켰고,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가
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경험하고 싶은 야외휴양수요를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산림법을 개정하여 공익적 기능을 추가하고, 산림기본
계획에 휴양림 조성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는 데 중요한 변화기회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와 한국경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장기에 접어들었으나, 이는
추후 IMF라는 구제금융 위기를 거쳐 2000년대로 진입하게 된다. 경제적
위기는 있었으나, 국민들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여가를 중
시하는 가치관 변화에 따라 여가 및 휴양, 관광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주5일제의 도입은 여가행동의 변화를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도입으로 지역발전형 국내관광이
활성화 되었다. 또한 ‘글로벌화’의 국정기조에 따라 다양한 국제환경조약
에도 가입하게 되었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자연환
경정책도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추진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가 안정성장기에 접어들며 국민의 소득이 증대
된 것은 휴양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의 증진은 산림법과 산림기본계획에 변화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산림법 개정을 통해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이 포함되었으며 2차 산림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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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는 휴양림 조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80년대 말 조성이 이루
어지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2010년대는 경기불황에 따라 소득도 양극화 되며 여가의
양극화도 점차 심해지는 단계이다. 산림복지는 바로 이러한 기조 아래
탄생하게 되었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구축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의 산림휴양,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을 ‘산림복지’로 재개념화 하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기조아래 생태
관광 등 자연관광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며 산림휴양정책도 더욱 활
성화 되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변화는 제도적 맥락
과 행위자에게 변화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림복지’라는
새로운 개념과 정책이 형성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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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한국 산림휴양정책변동의 외생적 요인-내생적 요인 영향관계

외생적 요인
구분

구조적 환경

제도적맥락

행위자

산림법

산림청

지리산국립공원지정

산림법 제정

산림청 설립

국가주도 여가개발

자연환경보전

산림법

관광개발:외화획득목적

법제도적기반마련

개정(공익기능+)

사회적

1950

전후회복기

국가주도 여가개발

~60년대

소득증가

관광개발:외화획득목적

~80년대

1990
~2000년대

경제성장기
소득증가,
소비확대

안정성장기
소득증가,
소비확대

정책변동

환경적

경제적

1970

내생적 요인

주5일제 도입
지방자치제도입으로
지역발전형 국내관광
활성화

자연환경보전
국제환경조약가입
활성화

산림법 분법화
산림기본법 제정

지속가능패러다임도입

-

1차, 2차 치산녹화계획 80년대 말 자연휴양림 조성 시작

3차 산지자원화계획

법제도적기반강화

주요 산림휴양정책

: 산지효용 극대화
4차 산림기본계획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자연휴양림 제도 도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정
숲길, 등산, 치유의숲 등 조성기준
마련
산림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산림교육종합계획 마련

5차 산림기본계획
: 산지의 체계적
2010년대

경기불황

주5일수업제 도입

이후~

양극화

여가양극화

저탄소녹색성장

산림법 개정

활용과 관리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산촌진흥권한 이양

6차 산림기본계획

산림복지종합계획 마련

: 경제산림, 복지산림,
생태산림

134

2) 정책변동

1979년 수립된 제2차 산림기본계획 발간사 서두에 ‘국토보존, 수자원
함양, 국민보건/휴양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
식되고, 수요가 증대되어 국민생활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되었음’이
명시되며 에는 ‘공익기능 증대’와 이를 위한 주요사업이 명시되었다. 법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았으나, 국가산림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
가산림기본계획에 ‘보건/휴양’의 내용이 처음 포함되었다는 점에 있어 그
의의를 갖는다.
제3차 기본계획에는 산지효용 극대화를 통해 ‘산지소득개발’과 ‘공익
기능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이에 2차 기본계획 때 언급되었던 ‘휴
양림 조성’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사업추진도 본격화되었다. 이
어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발전 패러다임이 국내 산림
정책에도 적용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주요 비전으로 삼
았다. 기존의 ‘휴양림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떤 산림휴양정책은, 산
촌진흥의 개념까지 포함되며 휴양공간 확충, 산림문화 진흥, 산촌의 다목
적 종합개발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산촌종합개발을 통
해 활기찬 산촌사회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후 제4차 산림기본계획은 폭증하는 산림휴양수요를 적극 수용하여
2003년에 계획변경을 하게 된다. 동 계획에는 산림의 사회적 기능 제고
를 위해 도시숲 확충, 산림휴양문화진흥, 산촌을 살기좋은 거주공간으로
개발 등의 세 항목이 주요사업에 포함되었다.
2005년에는 산림법의 법화 기조에 따라 산림기본법을 중심으로 기능
별 법체계로 정비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이 새
롭게 제정되었으며 동법은 우리나라에서 산림휴양 정책추진에 있어 첫
법제도적 기반이 되어주었다는 점에 있어 의의가 있다. 동법을 시작으로,
산림휴양수요가 다양화/다변화되는 기조에 따라 2011년에는 산림교육 활
성화에 관한 법률, 2015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차례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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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와 같은 법적 기반 마련 이외에도, 국가산림기본계획에서는 산림휴
양정책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먼저 번경된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는
도시근교 산림휴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숲 확충’이 새로운 주요사
업에 포함되었다. 제5차 기본계획은 보다 구체적이 되었으며, 증가하는
산악레포츠 수요에 따라 관련 환경조성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후 개정된
5차 산림기본계획은 ‘복지’가 국가의 주요 정책이념으로 부상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재생샌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에 포함되었다. 이
후 가장 최근 발표된 제6차 계획에는 도시숲, 산림복지서비스, 산림교육,
산림문화/휴양, 산림치유 등이 개별적 사업으로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지
고 있다(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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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정책형성기 정책변동 내용
제도

내용

제도변화
유형

(공익기능 증대)
도시주변 산림의 휴양림 지정
제2차 산림기본계획
(1979~1988)

국민보건과 정서함양을 위한 위락시설 확충
휴양림 조성관리를 위한 산림시업 실시

형성

임간학교 설치운영
산림내의 불법, 무단관행적 놀이터, 오락장, 휴게장의 단속정비
휴양림과 산림공원이외 입산통제 강화
(휴양림 조성)

제3차 산림기본계획

도시근교 산림 휴양림으로 지정관리

(1988~1997)

국민의 보건과 정서함양 위한 편의시설 확충

층화

임간학교 설치 및 운영
제4차 산림기본계획
(1998~2007)

(산림휴양문화의 진흥과 산촌종합개발)
산림휴양공간 확충
산림문화 진흥

층화

산촌의 다목적 종합개발
산림법 개정(1990)
제4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2003~2007)

자연휴양림 조성기준 마련

형성

(산림의 사회적 기능 제고)
도시숲 확충
산림휴양문화 진흥

층화

산촌을 살기좋은 거주공간으로 개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공간 및 확충)
도시 녹색공간 확충

제5차 산림기본계획
(2008~2017)

국민수요에 맞춘 휴양문화서비스 확대
쾌적한 등산, 산악레포츠 환경조성

층화

산림의 사회적 역할강화 및 일자리 확대
국유림의 공공서비스 기능강화
다기능적 생활공간으로서 산촌진흥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재생산 체계 구축

제5차 산림기본계획

도시숲 확충과 산림경관의 보전 및 관리

변경

생애주기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2013~2017)

산림과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층화

활력있는 산촌 만들기
(일상 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도시를 숲이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창조
제6차 산림기본계획

산림복지서비스 저변 확대

(2018~2037)

맞춤형 산림교육 제공 및 교육 품질 향상
산림문화 휴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산림치유서비스 보편화 및 효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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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화

산림문화와 산림휴양 자원의 보전,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문화휴양에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관한법률

-

(200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2015)

대체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2008~2017) 수립

-

등산지원기본계획(2007~2017)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 수립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 및 활용 근거 마련
산림교육종합계획(2008~2017) 수립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형성
-

산림복지종합계획((20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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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형성

제 3 절 중국
1. 개요
(1)

산림현황

중국은 베이징을 수도로 하여 22개의 성(명목상 23개), 4개 직할시, 5개
의 자치구, 2개의 특별행정구 29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 14억명(세계1위),
GDP 12조 2377억 달러(세계2위)에 달하는 대국이다. 2016년 기준 전체 국
토면적9,388,210㎢ 중 약 22%인 2,098,635㎢ 30 가 산림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이래, 임업중점공정 등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산림면적, 산림피복율, 임목축적량 등 모든 지표에서 꾸
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 57).

[표 57] 산림자원조사에서 나타난 중국의 산림자원 변동 추이
회차

산림피복율(%)

산림면적(백만ha)

임목축적(㎥)

1949

12.50

-

90.28

제1차 전국산림자원조사(1973-1976)

12.70

121.86

86.60

제2차 전국산림자원조사(1977-1981)

12.00

115.28

90.30

제3차 전국산림자원조사(1984-1988)

12.98

124.65

91.41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1989-1993)

13.92

133.70

106.70

제5차 전국산림자원조사(1994-1998)

16.55

158.94

112.70

제6차 전국산림자원조사(1999-2003)

18.21

174.91

124.56

제7차 전국산림자원조사(2004-2008)

20.36

195.45

137.21

제8차 전국산림자원조사(2009-2013)

21.63

207.69

151.37

자료 : 徐济德 (2014, p. 3) 재인용

중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지형의 종류가 복잡하여 다양한 산림자원이
형성됨에 따라 국가산림자원조사에 임지면적과 산림면적을 구분하여 작
성하고 있다. 임지면적은 단순히 나무가 자라고 있는 토지, 산림면적은

29
30

중국의 행정구역은 성(省), 직할시(直辖市), 자치구(自治区), 특별행정구(特别行政区)로 크게 나뉜다.
World Bank Dataset 기준으로, 중국 발표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AG.LND.TOTL.K2?locations=CN&vie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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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면적 중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산림으로서의 면적을 의미한다. 각
항목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표 58>과 같다.

[표 58] 중국 산림면적 현황
인공림
산림복개율

임지면적

산림면적

임목축적

(%)

(만ha)

(만ha)

(만㎥)

21.63

31259

20768

1513729

천연림

면적

임목축적

면적

임목축적

(만ha)

(만㎥)

(만ha)

(만㎥)

6933

248324

12184

1229583

자료 : 国家林业局 (2014)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산지소유권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어 있
어 원칙적으로 모두 국유림에 해당하나, 경영관리의 책임에 따라 소유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유림에 해당하는 국유림이 존재하며
마을단위 공동이 관리하는 집체림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집체림에
대한 경영권을 집체임권이라고 부르며, 이는 집체소유와 개체소유로 다
시 구분할 수 있는데, 2008년 중앙당국의 《집체임권 제도개혁 전면추진
에 관한 의견(关于全面推进集体林权制度改革的意见) 》 을 바탕으로 개인에
게 임지경영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혁이 추진되고 있다(표 59).

[표 59] 중국 산림소유별 현황
국유림
임권(林權)

국유임권

경영방식

국가가 경영

집체림
집체임권
집체소유

개체소유

집단에서 공동으로 경영

개인이 개인별로 경영

자료 : 남효육 and 송유명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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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행정 체계

중국 31 의 산림행정은 크게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된다. 2019년 현재 중
앙의 산림행정은 ‘국가임업과초원국(国家林业和草原局)∙국가공원관리국国
家公园管理局), 병행표기) 32 ’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13개부서와 32개 직속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의 산림행정은 성(省), 시(市), 현(县) 등의 단
위로 운영되는데, 성에는 청(厅), 시나 현에는 국(局)이 설치33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임업, 농림, 원림(园林）등 명칭의 차이가 나타난다.시장경제체
제 전환 이후, 중앙기관은 산림의 보호와 황폐된 산림의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 외 임산업 및 산림조림 관련 업무는 지방으로 이전되었다(그
림 13).
그 외 산림현장에는 국영임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국영임장은 실질적
인 산림관리와 경영을 주도하는 실제 사업시설체로서 조림, 산림보호와
이용, 생산물 판매와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주요 천연림이 분포하
고 있는 헤이룽장성, 지린성, 쓰촨성, 내몽고자치구 등에는 국유임장과
지방임장이 구분되어 있다. 지방 임업국은 국유임장과 지방임장 모두 관

31

중국의 정책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당 업무를 관장하고

공산당과 국무원이 정책을 결정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그 결정을 사후 추인한다. 이중 국
무원의 역할이 예전에 비해 강화되었는데, 예전에는 공산당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무원은 집행·관리하
였다면 최근에는 개혁개방과 같은 중요 정책을 국무원에서 입안하고 집행 및 관리한다. 중국 ｢헌법｣ 제92
조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인대에 정부업무를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이에, 국무원이 정부의 주요 업무와
정책 내용을 담은 ‘정부공작(업무)보고’를 전인대에 제출하고, 이 보고서가 전인대의 의결을 통과하면 법률
적 성격을 갖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 (김윤권 et al., 2008, p. 50) .
32

1954년 임업부가 설립되어 운영되어져 왔으나,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에서 국

무원의 제도개혁 결정에 따라 1998년 국무원 산하에 국가임업국이 설립되었음. 이후 2018년 개최된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 기구 개편안 결정에 따라 국가임업국은 폐지되고 자연자원부 산하에
국가임업및초원국/국가공원관리국(병행표기)으로 개편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업부의 초원관리기능이 이관
되고 국가공원을 중심으로 자연보호체계 건설을 목표로 여러부처가 관리하던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자
연유산, 지질공원 등의 관리기능이 통합되었음.
33

중앙정부 이하의 23개 지방 성 및 5개 자치구에는 ‘임업청’이, 4개 중앙직할시(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과 1개 특별행정구(홍콩마카오)에 임업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성과 구 이하 현 단위에는 행정구의 임
업국이 설치되어 있음. 그 외 목재생산량이 많은 헤이룽장성에는 별도로 목재생산 관련 부서를 분리하여
벌채와 가공을 담당하는 ‘산림공업총국’이 설치되어 있음 (박소영 & 박경석,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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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나, 향과 촌에 설치된 소규모 임장의 경
우 지방 임업국의 예산이 미치지 못하여 자급자족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단위에서는 자체 조림회사를 설립하여 정부의 조림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실적을 발생시키고 있다(박소영 & 박경석, 2017).
부서단위
生态司

资源司

发改司

草原司

林场种苗司

荒漠司

湿地司

公安局

规财司

动植物司

科技司

保护地司

国际司

직속단위
信息办

工作总站

基金总站

宣传办

天保办

三北局

退耕办

世行中心

科技中心

经研中心

人才中心

林科院

规划院

设计院

林干院

出版社

竹藤中心

林学会

中动协

花卉协会

中绿基

中产联

碳汇基金

森防总站

南京警院

华东院

中南院

西北院

昆明院

黑龙江
专员办

长春专员办

云南专员办

乌鲁木齐
专员办

大熊猫中心

木行办

治沙学会

建设c协会

经济林协

政研会

绿色时报

[그림 13] 국가임업과초원국·국가공원관리국 조직구성

중국은 고대부터 임업과 관련한 법제도 구축을 매우 중요시 해 왔다.
주(周) 시대에는 벌목제한의 법령이, 명청(明淸)시대에는 벌목과 관련한
엄격한 법률과 육림(育林)을 위한 황제의 진언이 있었다고 전해진다(黄红
霞 & 李尧, 2018). 특히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이래, 황폐화된 산림
자원을 복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일련의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기
에 이른다.

각 분야별 필요에 따라 각종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

으나, 1979년《중화인민공화국산림법(시행)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试行）》
을 통해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산림법이 최초 공포되었다. 당
시 제1조에는 제정목적을 “산림은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 목재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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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품을 제공하고, 국가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수이며, 기후를 조절하
고, 수원을 함양하며, 수토를 보전하고, 방풍역할을 하며, 농업을 보장하
고, 축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막화를 방지를 통해 공기오염을 방
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인민건강증진에 기여함(森林是国家的重要资源 ，
能够提供木材和各种林产品 ， 满足国家经济建设和人民生活的需要 ； 能够调
节气候、涵养水源、保持水土、防风固沙 ， 保障农业、牧业的发展 ； 能够防
治空气污染 ， 保护和美化环境 ， 增强人民身心健康)”을 명시하였다(吴靓,
2013). 이는 1984년 정식으로 통과되어 산림법과 산림법의 시행규칙을
공포하기에 이른다. 이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산림법 제도의 확립을 마련
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후 1989년 국무원은 《산림병해충방지조
례(森林病虫害防治条例) 》 , 1996년 임업부는 《 임목임지권 분쟁 처리에
관한 방법(林木林地权属争议处理办法) 》 등을 발행하여 산림을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권리를 확실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
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기존의 산림법이 경제∙사회적 발전에 따
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1998년 산림법은 새로이 개정된다. 이후 임업의
발전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중국은 두 가지 중요한 문
서를 발행하는데, 2003년, 《 임업 발전의 가속에 관한 결정(加快林业发展
的决定)》, 2008년 《집체임권 제도개혁 전면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全面
推进集体林权制度改革的意见)》이 그것이다. 이 두 문서는 임업개혁과정
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산림자원 보호와 이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미약하였다.
국가임업국은 2004년 산림법 개정을 위한 ‘전국 임업법제 작업회의’를
개최하여 산림법 개정을 도모하였으나, 구체적인 법 개정은 완전히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후 2009년 전국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산림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4년 전국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 환경보호법을 채
택하며 산림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새로운 원칙을 제정하였다. 2016
년에는 국무원에서 산림법실시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 패러다임과
생태문명 건설 실현에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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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휴양정책의 전개
(1)

전후~1960년대

중국 산림휴양분야에 있어 공공정책34의 태동은 1956년 광동성 딩후산
에 첫번째로 자연보호구가 지정된 것을 시초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원과
환경의 보호, 녹색보호 강조, 세계자연보호지역 관리모형(Man & Biosphere)
의 적용, 여가기능 발휘, 국유림의 관광객 맞이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딩
후산 지정 이후 흑룡강, 길림, 산서, 사천, 운남, 광동 등에도 자연보호구
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산림휴양은 휴양시설조성이나 프로그
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지정지역의 입장표를 받는 수준에 그쳤으며,
관리기구가 정부기구에 속해있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관련 정책결정은 중
앙에서 이루어졌고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는 특징을 보인다.

(2)

1970년대~1980년대

1970년대는 국가비준의 자연보호구와 국유림 일부가 개혁개방과 더불
어 경제성장 기조에 동승하여, 여행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점
차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방문객을 맞이하는 정도에 그
쳤으며, 일부 산림풍경구의 상징성이 있는 지역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
에 그쳤다(李若凝, 2005).
보다 본격적인 움직임은 1980년 임업부 발표 《풍경명승구 국유림의
산림보호와 여행사업의 개발발전에 관한 통지(关于风景名胜区国营林场保
护山林和开展旅游事业的通知) 》로부터 시작되었다. 풍경명승구의 국유림
과 조건부 자연보호구는 상황에 따라 지방정부(성, 자치구 등) 임업기구

34

陳振明 (2004)는 공공정책을 “국가(정부), 집권당 및 기타 정치단체가 특정시기에 일정한 사회정치,

경제 및 문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는 정치행동이거나 규정되는 행위준칙으로서 일련의 모략, 법령,
조치, 방법, 조례 등을 총칭”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정, 통지, 규범, 조례,
방법, 의견’ 등을 주요 공공정책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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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준을 통해 적극적인 관광사업을 전개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이에
국유림을 대상으로 하여 산림휴양사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
이 서서히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
1981년

임업부는

‘산림관광시범사업간담회(森林旅游试点工作座谈会)

개최’를 통해 국가계획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산림의 다양한 경영 방침
아래,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산림관광사업 전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동
회의의 결과물로 임업부는 《관광시범간담회요약에 관하여(关于旅游试点
工作座谈纪要) 》 를 발표하고, 총 8개지역(将北京松山, 云蒙山林场 ， 湖南
张家界, 南岳林场, 广东流溪河, 南昆山, 大岭山林场, 山东泰山林场) 산림
에 전국 산림관광시범공원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외화획득을 목
적으로, 국가적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국
무원은 1981년 10월에 《관광사업강화를 위한 결정: 적극발전, 역량이행,
꾸준한전진(关于加强旅游工作的决定) ， 提出 “积极发展 ， 量力而行 ， 稳步
前进”的旅游 事业发展方针》를 발표하며 보다 적극적인 관광산업 발전
을 국가전반에 요청하였다.
1982년은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장가계국가산림공원건립에 관하여(关
于同意建立大庸张家界国家森林公园的复函) 》 를 발표하여 장가계를 중국
최초의 국가산림공원으로 지정하였다. 더 나아가 1985년에는 임업부에서
는 《산림과 야생동물유형 자연보호구역 관리방법(森林和野生动物类型自
然保护区管理办法) 》 을 발표하여 자연보호구역에서 임업부 또는 지방정
부관할 산림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범위 내에 관광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표 60).

[표 60] 1980년대 중국의 산림휴양 정책
산림휴양정책
1980 임업부 《풍경명승구 국유림의 산림보호와 여행사업의 개발발전에 관한 통지》
1981 임업부 ‘산림관광시범사업간담회’ 개최
1980년대 1981 임업부 《관광시범간담회요약에 관하여》 12월
1982 국가계획위원회 《장가계국가산림공원건립에 관하여》
1985 임업부 《산림과야생동물유형 자연보호구역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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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0년대~2000년대

1980년대 움트기 시작한 산림공원 건설과 연계된 관광정책은 1990년
대 본격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며 더욱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다. 1992
년 임업부 대련에서 개최된 ‘산림공원건설 및 산림관광사업 회의(森林公
园建设暨森林旅游工作会议)’는 이후 《 산림공원건설의결정에 관하여 (关
于加快森林公园建设的决定) 》 발표의 계기가 되었다. 이는 등소평의 개
혁개방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주요 경제건설 동력으로 관광개발의 중요
성을 제고하고 국유림의 산림공원 건설과 산림관광업의 신속발전 강조한
것으로서 중국 산림공원건설의 급속한 발전 계기(국립, 성급, 현급 등 3
등급 체계)가 되었다. 이후 동년도에 임업부 내 ‘산림공원관리사무소’ 설
치, 이후 지방정부(시, 구)에서도 관리기구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 갔다.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 이후 당중앙과 국무원은 《 제3차산업발전
에관한 결정(关于加快发展第三产业的决定)》을 발표하며 관광업이 제3차
산업 에서 중요한 산업임을 명시하였다. 임업은 당시 “양대위기(자원위
기, 경제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단일목재생산이라는 임업산업구조
는 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회의는 제3차 산업에
서 관광 산업이 주요 산업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관광산업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1992년은 학계에서도 산림관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해였다. 중국임
학회 내 '산림관광' 분과과 설립되어 산림공원과 산림에서의 생태관광 논
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및 임업부, 중남임학원(현
중남임업과기대학) 내 ‘산림관광부’ 및 ‘산림관광연구중심’ 설립이 최초
승인된 후 북경임업대학 등 다수의 임업대학에 ‘산림관광’ 전공 및 과정
신설되어 중국 산림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3년 임업부가 《 자연보호구의 관광활동 발전과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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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관하여 (关于自然保护区发展旅游活动有关问题的通知)》를 발표하
며, 자연보호구역 내 관광활동 개발을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하였
다. 이 시기에는 북경에서 제1회 동아시아 국가공원과보호구역 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으며, 중국임학회 내 ‘산림공원과 산림관광’ 분과가 설립
되어 산림공원건설 및 산림생태관광업의 발전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
하였다.
1994년에는 의미있는 정책들이 다수 제정되고 추진되었다. 첫째, 임업
부는 《산림공원관리방법(森林公园管理办法)》를 통해 국가 산림 공원의
승인 절차를 표준화하고 산림 공원 경관 자원의 품질 평가 기준을 마련
하였다. 동년도에는 국가여행국 승인을 통해 ‘산림국제여행사’설립되었고
북경, 복건성, 산시성 등 25개 성(구, 시)에 산림여행사가 설립되었다. 이
들은 국가여행국과 협력하여 산림관광자원 및 관광활동 개발, 산림관광
관리 및 체계의 초기단계를 완성한 분기점이 되었다.
이후 동년도에는 ‘산림공원'의 공식정의가 처음으로 법에 포함되었다.
또한 '중국관광협회'에 생태관광 분과 설립되며, 관광학점 관점에서의 산
림휴양을 바라보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
이후 국무원에서는 1994년 국무회의에서 《 중국세기의제(中国世纪议
程)》를 통해 신 관광노선 개발 시, 자원보호 강화 및 오염방지, 자연보
호구역 내 여행객 제한 등 녹색관광 개발에 관한 내용을 의결하였다. 뿐
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및 서비스 시설 설치 및 관
광활동 중생물다양성보전과 관련한 교육 계획도 함께 마련되었다. 이러
한 노력은 국무원의 《 자연보호구조례(自然保护区条例) 》 로 이어졌고,
자연보호구역의 구분(핵심구역, 완충구역 및 실험구역 등)을 확정지으며
주요지역에서의 관광활동을 금하는 규칙이 명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산림휴양정책 추진의 움직임도
포착되었다. 1995년 후난성이 발표한 《후난성 산림공원 관리조례 (湖南
省森林公园管理条例)》은 산림공원관리에 관한 최초의 지방법규였다. 이
후 산시, 후난, 광동, 귀주, 사천, 복건 등 성급 산림공원관리방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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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게 되었다. 동년도에는 태동기에 등장하였던《풍경명승구보호관리
사업에 관한 통지(关于加强风景名胜区保护管理工作的通知)》와 관련하여
경관자원의 엄격한 보호를 명시하였고, 지속가능한 이용 원칙을 재고하
였다.
1996년 임업부는 《 산림공원총체설계규범(森林公园总体设计规范) 》 를
통해 산림공원의 전반적인 설계표준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의 지양과 효율적 자원이용을 도모하였다. 동년도 12월 중앙경제공
작회의에서는 관광업을 “국민경제발전의 새로운 신동력”으로 지정하며
산림관광산업 활성화에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또한 국가기술감독
국에서 《 중국산림공원풍경자원품질평가에 관한 국가표준(中国森林公园
风景资源质量等级评定国家标准) 》 (GB/T 18005－1999) 를 공포하며, 산림
공원건설 및 관리 수준을 표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1980년대 산림공원 첫 지정을 시작으로 관광산업과 연계되며 국가의
주요관광자원으로 산림공원이 대두되며, 2000년에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2001년 국가임업국 사천에서 ‘국가산림공원사업회의’개최되었으며, 그
동안의 산림관광 정책추진 회고 및 현황 점검, 향후 비전 등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듬해 2002년에는 국가임업국은《산림풍경자원관리
작업에 관한 통지(关于加强森林风景资源管理工作的通知) 》 를 발표하며
산림관광자원의 주관단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산림공원의 신청과 승인
규제하고 산림관광자원 관리 강화 및 산림공원 건설 등의 관리 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도모하며, 산림관광자원의 개발과 보호를 위한 법제화 노
력을 강구하고, 산림관광구역내 건설사업의 규제 및 품질향상 등의 내용
이 이에 포함되었다.
2002년에는 국가임업국, 저쟝성 임업청, 린안인민정부등이 연합하여
‘제 1회 중국산림관광박람회’를 공동개최하였다.

“关注森林，走进森林，

保护生态，回归自然 산림을 보고, 산림에 가고, 생태를 보호하고, 자연에
회귀하자!” 를 주제로 한 박람회에서는전국 차원의 대규모 전시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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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이는 2년마다 개최되며 사회 전체에 중국의 풍부하고 다채로
운 산림 관광 자원, 산림 공원 및 기타 산림 경관의 영향력과 인기를 확
대하고 임업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2004년에는 산림교육과 관련한 움직임이 점차 등장하게 되었다. 국가
임업국은《미성년을 위한 생태도덕교육의 실행의견에 관하여(关于加强未
成年人生态道德教育的实施意见) 》 을 발표하며, 미성년을 위한 수준높은
생태도덕교육기지 마련 필요성을 제고하였다.
2006년 국가임업국은《산림공원발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森林公园发
展的意见)》을 발표하였다. 본 의견에서 임업과 국유림의 다각적 운영방
법으로서 산림공원 건설이 명시되고, 산림관광산업의 전면적 시장화, 산
림관광산업을 개방된 사회의 대형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 임업부문과
타 산업간 교류, 지방과의 교류 등을 통해 산림관광시장 확대 강화에 대
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기존의 산림공원을 중심으로 한 산림휴양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07년 국가임업국은 《 산림공원 생태문화건설 강화 방안에 관하여
(关于进一步加强森林公园生态文化建设的通知) 》 발표를 통해 ‘전국생태문
화건설시범기지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 산림공원을 통해 인민들에게
생태문화를 보급하고 홍보를 강조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2009년 국가임
업국, 교육부, 공청단중앙연합회 3개기관이 공동으로 ‘국가생태문명교육
기지설립’을 추진하는 시초가 되었다. 본 기지 설립을 통해 산림공원, 습
지공원, 자연보호 구역 등이 생태문명의 중요영역임을 제안하였으며, 이
상의 장소가 생태문명의 홍보와 교육강화, 국민의 생태의식을 고양시키
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009년 국무원은 2009 년 12 월 1 일 중국 관광 산업 발전에 관한 획
기적인 문서인 「관광 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견해」를 발표하
였다. 이를 통해 관광을 "국가 경제의 전략적 기둥 산업"으로 정하고,
“관광을 국민 경제에 대한 전략적 기둥 산업과 현대 서비스 산업으로 육
성하여 사람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관광 및 임업 개발 촉진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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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관광 개발지원의 전략적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
음을 명시하였다.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
작한다. 2009년 湖南임업청은, “湘约天下”산림생태관광브랜드를 구축하여
자유여행단체 나 국내 기업위주의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유여
행 상품 등을 개발하였으며, 이와 같은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임업국
은 새로운 산림관광개발 방식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산업화 움직임은 2010년 국가임업국이 温州에 “중국산림관광
실험시범구(中国森林旅游试验示范区) ” 시범구역 건설을 통해 산림관광
개발 모델, 관리시스템, 운영메커니즘, 프로젝트 건설 등의 탐구 및 혁신
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표 61).

[표 61] 1990년대~2000년대 중국의 산림휴양 및 관련 정책
년도

산림휴양정책
1992 임업부 대련에서‘산림공원건설 및 산림관광사업 회의
(森林公园建设暨森林旅游工作会议)’개최
1992 《산림공원건설의결정에 관하여 (关于加快森林公园建设的决定)》 발표
1992 임업부 내 ‘산림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지방정부(시, 구)에서도 관리기구 설립
1992 중국임학회 내 '산림관광' 분과 설립 - 산림공원과 산림에서의 생태관광 논의
1992 국가교육위원회 및 임업부, 중남임학원(현 중남임업과기대학) 내 ‘산림관광부’및
‘산림관광연구중심’설립 승인. 이후 다수의 임업대학에 ‘산림관광’전공 및 과정 신설
1993 임업부 발표 《자연보호구의 관광활동 발전과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关于自然保护区发展旅游活动有关问题的通知)》

1990년대 1994 국가여행국 승인, 임업부 ‘산림국제여행사’설립
1994 삼림공원' 첫 공식정의 법에 포함 (forest park management regulation)
'중국관광협회'에 생태관광 분과 설립
1994 국무원 국무회의에서 《중국세기의제(中国世纪议程)》 통과
1994 국무원 발표 《자연보호구조례(自然保护区条例)》
1995 국무원 발표 《풍경명승구보호관리사업에 관한 통지
(关于加强风景名胜区保护管理工作的通知)》
1996 임업부 발표 《산림공원총체설계규범(森林公园总体设计规范)》
1999 국가기술감독국 공표《중국산림공원풍경자원품질평가에 관한 국가표준
(中国森林公园风景资源质量等级评定国家标准)》( GB/T 18005 －1999)
2001 국가임업국 사천에서 ‘국가산림공원사업회의’개최
2000년대

2002 산림공원관리소' 임업국 내 마련
2002 국가임업국 발표 《산림풍경자원관리작업통지(关于加强森林风景资源管理工作的通知)》
2002 국가임업국, 저쟝성 임업청, 린안인민정부 공동 개최 ‘제 1회 중국산림관광박람회’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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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注森林，走进森林，保护生态，回归自然” 산림을 보고, 산림에 가고, 생태를 보호하고,
자연에 회귀하자!
2003 국가임업국 ‘전국산림공원사업간담회(全国森林公园工作座谈会)’ 개최
2004 국가임업국
《미성년을 위한 생태도덕교육의실행(关于加强未成年人生态道德教育的实施意见)》，
2005 국가임업국 ‘전국산림공원사업간담회(全国森林公园工作座谈会)’ 개최
2006 국가임업국 발표 《산림공원발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森林公园发展的意见)》
2007 국가임업국 발표 《산림공원 생태문화건설 강화 방안에 관하여
(关于进一步加强森林公园生态文化建设的通知)》
2009 국가임업국, 교육부, 공청단중앙연합회 공동으로 ‘국가생태문명교육기지설립’추진 및
‘산림공원, 습지공원, 자연보호구역 등이 생태문명의 중요영역’임을 제안

(4)

2010년대 이후

2011년 국가임업국은 국가관광국과 전력적 협력 강화(5~11월)를 도모
하며 ‘산림관광전략적협력협의’를 체결하고, 전국산림관광사업단 조직,
공동으로 전국산림관광사업회의 개최, 공동으로 《산림관광시범구역단위
에 관한 통지(森林旅游示范区试点单位通知), 《산림관광업발전에 관한 의
견(关于加快森林旅游业发展的意见) 》 발표하였다. 이는 국가 전략으로서
산림 관광의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고, 국가 산림 관광 개발 계획과 산
림 관광 시범 지역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국가임업국

및 국가여유국 양 기관은 《전국산림관광발전규획(全国森林旅游发展规划
(2011－2020)》마련하여 본격적인 산림관광 정책추진에 돌입하였다. 특히
이 규획을 통해 ‘산림공원보호와발전중심(센터)’가 설립되었고, 국가임업
국의 전국산림공원작업 기능과 중국의 산림공원건설이 국가의 주요한 사
업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2011년 국가임업국은 《 국가급산림공원관리방법(国家级森林公园管理办
法) 》 을 제정하여 산림공원의 관리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더욱
높은 수준의 산림공원과 관련된 입법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시범지구 건설도 계속되었는데, 2011년 국가임업국은 하이난에서 국가여
유국과 ‘산림관광공작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전국에 10개의 ‘전국산림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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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구’ 단위 설립을 동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임업국 및 海南省 海
口市 업무협약체결 《하이난산림생태관광건설전략협력에 관하여 (关于加
快推进海南森林生态旅游建设战略合作协议)》을 통해 중국산림관광실험시
범구의 공식탄생을 기념하기도 하였다. 이후 江西省 산림공원관리사무소
와 중국여행사인 江西유한공사, 南昌赣鄱 원림경관설계공사 협력하여
《 쟝시성의 산림관광발전전략협력회의에 관하여 (关于推动江西森林旅游
发展战略合作协议)》를 체결하여 지역의 산림 관광 홍보 및 마케팅 플랫
폼의 공동 개발, 산림 관광 명승지 계획 및 개발 공동 참여, 산림관광상
품에 대한 혁신적인 메커니즘 창조 등 산림관광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
한 산림관광상품 개발경로를 장려하는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중국 산림휴양 정책은, 2012년 18대 공산당 전국대회에서 시진핑 주석
이 생태문명 건설을 국가시책 방향으로 강조하며 더욱 중요시 되었으며
관련 정책 추진도 보다 활성화되고 있다. 생태환경과 인민복지 향상을
담은 생태문명건설 이념과 복지사회건설을 목표로 하는 국가발전기본 12
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산림휴양은 산림복지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 정책
이 추진 중에 있다. 국무원의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차 5개년 계획
(2011-2015)」에는 환경보전과 인민생활 개선, 복지사회건설 등이 주요계
획으로 포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임업발전 12차 5개년 계
획」의 12개 목표에는 생태문화체계 건설 추진, 산촌 민생개선 등 산림
복지 증진과 관련한 항목이 포함되었다(최가영 & 김통일, 2016). 뿐만 아
니라 최근에는 2016년 《 산림체험과산림양생발전에 관한 통지(关于大力
推进森林体验和森林养生发展的通知) 》 발표를 통해 생태문명건설 실현을
위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 및 산림을 통한 자연체험과 대중건강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산림관광 증진 정책에 따라 중국의 산림휴양 수
요는 국가삼림공원 지정 확대와 함께 따라 삼림관광객도 급격히 증가하
고 있다. 2014년 기준 산림공원 방문객 약 7.1억명(중국 내 여행 총 인구
의 19.5%), 여행수익 572.13억 위안(한화 약 10.5조), 산림관광을 통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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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사회 총생산액은 약 6,000억 위안(한화 약 110조)로 추정되고 있다
(표 62).

[표 62] 2010년대 이후 중국의 산림휴양 및 관련 정책
년도

산림휴양정책
2010 국가임업국 승인 : 温州에 “중국산림관광실험시범구(中国森林旅游试验示范区)”
2010 福建성의 “森林人家”는 국가임업국/국가관광국의 새로운 산림생태관광모델로 추진
福建农林大学에 ‘산림경관과산림공원연구소’ 설립
2011 국가임업국은 국가관광국과 전력적 협력 강화(5~11월), 이후 산림관광전략적협력협의
체결, 전국산림관광사업단 조직, 공동으로 전국산림관광사업회의 개최, 공동으로
《산림관광업발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森林旅游业发展的意见)》 발표
2011 국가임업국 및 국가여유국, 공동으로
《전국산림관광발전규획(全国森林旅游发展规划(2011－2020)》 마련
2011 국가임업국 ‘산림공원보호와발전중심’ 설립
2011 국가임업국 《국가급산림공원관리방법(国家级森林公园管理办法)》 실시
2011 국가임업국, 하이난에서 국가여유국과 ‘산림관광공작회의’개최

2010년대 2011 국가임업국 및 海南省 海口市 업무협약체결 《하이난산림생태관광건설전략협력에
관하여 (关于加快推进海南森林生态旅游建设战略合作协议)》
2011 江西省 산림공원관리사무소와 중국여행사인 江西유한공사, 南昌赣鄱
원림경관설계공사 협력하여《쟝시성의 산림관광발전전략협력회의에 관하여
(关于推动江西森林旅游发展战略合作协议)》 서명
2011 국가임업국 발표 《산림관광의 발전가속화에 관한의견(加快发展森林旅游的意见)》,
《산림관광시범구역단위에 관한 통지(森林旅游示范区试点单位通知)》,
2015 국가임업국 '국가급산림공원총체규획신청관리방법'통지
2016 국가임업국 1994년에 최초 발표된 《산림공원관리방법(森林公园管理办法)》 2차개정
2016 국가임업국
《산림체험과산림양생발전통지(关于大力推进森林体验和森林养生发展的通知)》
2017 국가임업국 《교외삼림공원발전규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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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휴양정책 변동요인 분석
(1)

외생적 요인

1) 구조적 환경

① 경제적 요인

1949년 공산당 정부가 수립된 이래 30년 동안 경제정책의 실패로 깊
은 침체에 빠져있던 중국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나아갈 방향을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건
설”로 설정하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何光伟, 1999). 이후 2013
년까지 연평균 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미국과 더불어 세
계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최정석, 2014, p. 55)(그림 14)

CHN GDP (curren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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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HN GDP (current US$)
[그림 14] 중국의 명목 GDP 변화
자료 : WorldBan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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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Billion $

자원부족과 소비욕구 사이의 큰 격차는 개혁개방 초기 인민들의 소비
로 이어지며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 되었고, 이와 같은 경향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게 된다(그림 15). 그동안 중국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라
고 할 수 있는 소비, 투자, 수출 등은 시기에 따라 변화해 왔으나, 개혁
개방부터 1992년까지는 소비의 성장공현율이, 이후 1992년 등소평의 <남
순강화(南巡講話)> 35 를 계기로 고정자산 투자가 증가하며 투자의 공헌율
이 점차 이를 앞서게 되었다(임반석, 2009,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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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중국 GDP 성장에 대한 소비, 투자, 순수출의 공헌율(%) 비교
자료: 임반석 (2009, p. 65) 에서 수정

35 1992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등소평(邓小平)이 천안문(天安门) 사태 후 중국 지도부의 보수적 분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상하이,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등 남방 경제특구를 순시하면서 더욱더 개혁과
개방을 확대할 것을 주장한 담화(谈话). 이 담화는 1989~1991년 기간 중 정부가 실시한 긴축정책으로
경제가 경색되자 다시 한 번 경제 개혁과 개방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수적인 베이
징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나 지방으로부터의 호응에 따라 동년 10월 개최된 제14차 공산당 대표대회 보고
서에 거의 전문이 수록되었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천명하게 되는 기초가 되었다.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남순강화(南巡讲话) (중국시사문화사전, 2008. 2. 20., 이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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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총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중국의 국민소득도 2011년 일인
당 국민소득(GNI)이 5,000달러에 진입한 이래 2012년 6000달러 진입,
2016년에는 8,000달러 진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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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중국 1인당 GNI 변화
자료 : WorldBank (2019)

이처럼 중국의 국민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 때문이다. 2012년 11월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2020년까지 1
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 대비 2배 증가’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각 지역
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조치를 펼쳐오고 있다(최정석, 2014, p. 57). 실
질적으로 도시민들의 1인당 가처분소득 규모는 1949년 100위안 미만이었
던 것에 반해, 개혁개방 30여년 후인 2008년엔 18.5배가 증가한 15,781위
안에 이르게 된다(그림 16). 결국 인민들의 소득증가는 내수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 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
히 여행산업은 소비의 핵심 산업 중의 하나로 발전하고 있는데, 선행연
구에 따르면 국민들의 소비지출 항목 중 여가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며 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刘德谦, 2011; 이정훈 & 김
소라, 2011,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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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00-2010년 중국 농촌 및 도시민의 연소득 증가추이
자료 : (이정훈 & 김소라, 2011, p. 89) 재인용

② 사회적 요인

1978년 10월부터 1979년 7월까지 등소평 1년이 안되는 기간 동안“민
간항공업과 관광업을 강력히 발전시키자, 관광업을 종합산업으로 키우자,
관광사업은 한 번 해볼 만한 분야다, 관광사업의 발전은 국가(외화) 수입
의 증대를 가져 온다, 황산이란 상품을 해외에 널리 알려보자” 등 5차례
에 걸쳐 “중국 관광의 신속한 발전”을 언급(대담, 지시 등)하며 중국 관
광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김진곤, 2013, p. 43). 특히, 1979년 1월 국무원
과의 면담에서 언급한 “관광사업은 한 번 일으켜 볼 만하므로, 해보려
면 확실하게 그것도 신속하게 해보자!”라는 새로운 주문은 중국의 관광
산업발전의 시발점이 되었고, 이는 세계 속의 관광강국을 이루고자 하는
중국의 야심을 내비친 것이기도 하였다(김진곤, 2013, p. 44). 또한 이와 같
은 중국정부의 관광산업 진흥 정책은 외화획득의 목표가 내재된 것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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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진운동(1958년~1960년) 36 , 문화대혁명(1966년~1976년) 37 을 거치며
경제상황이 급속도로 침체된 중국에 있어 입국관광의 활성화는 외화획득
을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여겨졌다. 이에 1978년 비준한《관광사업의 발
전에 관한 보고서 》 를 통해 ‘중국여행유람사업관리국’이 국무원 직속기
관으로 출범하였고, 전담조직의 출범을 통해 본격적인 외국자본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국민경제사회발전 제7차 5개년 계획(1986
∼1990년), 제8차 5개년 계획(1991∼1995년), 제9차 5개년 계획(1996∼
2000년)의 초기단계까지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고, 발전
분위기가 조성되어 갔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따라 관광산업 규모가 확대되어 갔고, 이에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이
핵심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관련 산업
계 등 중국 관광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산림휴양정책은 이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관광자원개발과 깊
게 연관된다. 중국의 산림자원은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져 갔
고, 산림공원 지정을 통한 산림관광자원의 개발과 입장료 수입은 대표적
인 관광산업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36

마오쩌둥(毛澤東)의 주도하에 1958년부터 1960년 초 사이에 일어난 노동력 집중화 산업의 추진을 통

한 경제성장운동. 그러나 급격한 공업노동력 수요로 농촌에서 과도한 인력을 강제로 착출하였고, 이로 인
하여 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필수품의 공급부족이 일어났으며 노동력을 잃은 농촌의 농업생산력
은 급격히 저하되어 농업경제의 파탄을 가져왔다.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대약진운동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37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간 중국의 최고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에 의해 주도된 극좌 사회주의운

동. 1950년대 말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되자 문화대혁명으로 중국공산당 내부의 정치
적 입지를 회복하고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였으며 혁명은 공산당 권력투쟁으로 전개
되었다. 당시 농업국가인 중국에서 과도한 중공업 정책을 펼쳐 수천만명이 굶주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국민경제가 좌초되는 실패를 가져왔고 이에 마오쩌둥은 국가주석을 사임하였다.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
기 위해 자본주의 정책의 일부를 채용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류사오치 (劉少奇,유소기)와 덩샤오핑
(鄧小平,등소평)이 새로운 권력의 실세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권력의 위기를 느낀 마오쩌둥은 부르주아 세
력의 타파와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이를 위해 청소년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2년 9월 중앙위원
회 전체회의에서 마오쩌둥은 계급투쟁을 강조하고, 수정주의를 비판함으로써 반대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
였다. 전국 각지마다 청소년으로 구성된 홍위병이 조직되었고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휩쓸어 중국
은 일시에 경직된 사회로 전락하게 되었다.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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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광산업 진흥 노력과 더불어, 1995년 도입된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과 1999년 제정∙시행된 황금연휴제도의 도입은 중
국 인민들의 국내관광을 촉발시키며 새로운 관광시대를 열게 되었다. 장
기휴가 제도가 시행되며 관광과 교통, 각종 소비산업이 이 시기에 집중
되었으며 이에 새로운 국민경제의 활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김진곤,
2013). 중국은 1998년 여행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한 이래,
「 국민경제사회발전 10차 5개년 계획(2001-2005) 」 에서는 유급휴가제도,
노동∙여가시간의 합리적 조정, 서비스 공급 확대 및 소비 장려 등을 추
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충분히 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해 나갔다(김명화, 2005; 이정훈 & 김소라, 2011, p. 93).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겪으며 내수 확대를 통한 소비 촉진을
절실히 필요로 한 데 따라 시행된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국가주도의 여가확대 정책은, 「 국민경제사회발전 11차 5개년 계획
(2006-2010)」에도 계속된다. 여행 및 문화, 여가, 보건 등의 소비부문을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국민소비의 확대를 도모하였고, 이에 관련 인프라
건설도 더욱 확대되어 갔다(刘德谦, 2011). 「국민경제사회발전 12차 5개
년 계획(2011-2015)」에는 여가산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
았지만 내수주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분배 등을 명시하며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시진핑 주
석이 생태문명 건설을 국가시책 방향으로 강조하며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가급 풍경명승구, 성급의 풍경명승구, 현급
이상의 관광지구, 산림공원의 지정 등은 이와 같은 관련 인프라 건설의
일환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宋端,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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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적 요인38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급진적인 중공업정책 등으로 인해
중국의 생태환경은 빠르게 파괴되어 갔다. 그러나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환경회의는, 중국 환경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 국무원은
1973년 제1차 전국환경보호회의를 소집하여 ‘환경문제를 지금부터 관심
을 갖고 임하면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환경보호업무방침’과
‘환경보호와 개선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키며 본격적인 환경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 1974년에는 국무원에 환경보호영도소조 및 판공실
이 설립되었고, 이는 각 성과 시에 환경전담조직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
었다. 전담조직의 출범은 환경오염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였으나, 안타
깝게도 파괴의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하였다.
1978년의 개혁개방으로 중국정부의 정책이 전환되며 환경보전이 사회
주의 현대화 건설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이에 동년도 ‘중화
인민공화국 헌법’에는 국가의 환경보호 역할 ‘국가는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오염과 기타 공해를 방지한다’을 최초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1979년의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의 공포는 환경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이는 1984년을 전후로 국무원 내
환경보호위원회와 국가환경보호국이 성립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에 방점을 두었던 중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
라 환경보호정책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며,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파괴는 당연시 하는 이념이 지배적이었다(추장민, 2011, p. 23). 이는
연평균 10%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게 하는 동력이 되었으나,
겉잡을 수 없는 오염과 환경파괴의 문제를 양산하였고,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추장민, 2011,
p. 23). 이에 중국 정부는 환경보전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국은 외국의 환경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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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김윤권 et al. (2008, pp. 422-425)에 있는 중국 환경정책 동향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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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외국의 정부 및 환경산업, 국제기구 및 단체
들이 중국 환경정책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오늘날 “과학기술중
심의 환경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근간이 되었다(신상범, 2005, p. 406).
환경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조직의 변화도 눈여겨볼만 하다. 1994
년 전국인민대표 산하 ‘환경보호위원회’가 ‘환경보호와 자원보존 위원회’
로 확대개편되며 환경입법활동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1998년
‘국가환경보호국’의 ‘국가환경보호총국’으로의 승격은 중앙 정치지도자들
의 환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지방의 환경정책에도 큰 영향
을 미치게 되었다(Baldinger, 2000; 신상범, 2005, p. 409). 또한 동년도 당의
제15기 3중전회에서 생태환경보호와 건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는
「 전국생태환경건설계획 」 공포의 기반이 되었다. 특히 같은 해 양쯔강
지역에 발생한 대홍수는 인민들로 하여금 생태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임업분야에서도 국가주도의 대규모 조림
공정이 추진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90년대의 ‘지속가능’ 패러다
임은 중국의 환경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며 중국 내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의 실시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경제와 생태환경이
같이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태시범구의 건설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환경정책이 더욱 적극적으
로 추진되고 있다.「청정생산촉진법(2002)」, 「환경영향 평가법(2002)」,
「에너지절약법(2007) 」, 「순환경제촉진법(2008) 」등의 제정을 통해 환
경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하고 있으며, 친환경 상품
에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오염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의 경제적 수단의
적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환경보전 정책성과를 거두고자 노력하고 있
다(추장민, 2011, p. 24).
이와 같은 노력은 산림휴양을 위한 산림자원의 보호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중국정부는 지역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산림 생물다양성 보호 등
을 위해 보호지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정하였고, 국가습지공원, 자연보
호구, 산림공원 등의 수는 급증하게 되었다(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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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중국 산림공원 지정 추이
출처 : (China Forestry Yearbook 1949-1986, 1987-2005)
자료 : Chen and Nakama (2013, p. 288) 에서 수정

(2)

내생적 요인

1) 제도적 맥락 : 산림법39
중국의 산림자원 변화는 산림면적과 경제발전을 연관지어 설명하는
‘산림변천이론(Forest Transition Theory)’의 ‘U자형’ 곡선을 따르고 있다. 고
대의 중국은 산림면적이 6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산림자원이 풍부하였
으나, 오랜기간 이루어진 문명화 과정에서 산림면적은 차츰 감소하여 중
화인민공화국 건립 시기에는 12% 수준까지 줄어들었다(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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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백을선 et al., 2001, pp. 165-238)에 있는 중국 산림정책 동향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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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중국산림자원의 역사적 변동 및 인구변화
연대

산림피복율(%)

인구수(만명)

원고시대(약 180만년전~기원전 2070년)

64-60

140 이하

상고시대(기원전 2069년~기원전 221년)

60-46

140-2000

진나라 기 (기원전 221년~220년)

46-41

2000-6500

위진남북조 (220년~589년)

41-37

3800-5000

수∙당(589년~907년)

37-33

5000-8300

당말~송초(907년~1279년)

33-27

3000-13000

원(1279년~1368년)

27-26

6000-10400

명(1368년~1644년)

26-21

6500-15000

청 전기(1644년~1840년)

21-17

8164-41281

청 후기(1840년~1911년)

17-15

37200-43189

민국시대(1911년~1949년)

15-12.5

37408-54167

중화인민공화국(1949년~2013년)

12.5-21.6

54167-133972

자료: 沈若萌 (2014, p. 2) 재인용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경제발전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량도 증가하여 농경지 확장이 점차 감소되었고, 이에 산림
면적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8차 전국산림자원조사
(2009~2013)에 따르면, 총 산림면적은 약 2억 8백만ha, 총 입목 축적은
164.33억㎥, 산림축적은 151.37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림
피복율은 21.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산림면적은 1949년 중화인
민공화국 건립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는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
림정책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 볼 수 있다.
1963년 「산림보호조례」의 발표는 임업정책이 처음 법률형식으로 제
정된 것으로서, 추후 산림보호정책 추진의 법률적 기반이 되었다. 이후
1964년 「임업육림기본금제도」신설을 통해 황폐화된 산림 조성을 추진
하였으나 1966년 이후 10년에 걸친 문화대형멱으로 인해 산림은 다시금
급속도로 파괴되었다. 황폐화된 산림의 복원을 위해 중국 정부는 1979년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산림법(시행안)」을 공포하였으며, 후속
조치로서 1981년 「 산림을 보호하고 임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의
채택, 1984년 「산림보호에 관한 공고」 등을 발표하는 등 관련 법제도적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1982년 제5기 전국인민대회에서 “국가는 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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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을 계획하고 목림을 보호한다”를 명문화 시켰으며, 이는 산림자원강
화와 관련한 특별조치를 시행의 바탕이 되었다. 이는 1984년 최종수정을
거쳐 제6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산림법으로 정식 채택되었
고, 1985년에는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래
처음으로 산림관리의 기본법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의 목적에
서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산림의 육성, 보호 및 국토의 녹화를 촉
진하고, 산림의 수자원 함양, 기후조절기능과 임산물제공 등의 역할을 담
당하고, 사회주의의 건설과 인민생활의 수요에 이바지 하기 위해 본 법
을 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백을선 et al., 2001, p. 209). 산림법은 총칙,
산림경영관리, 산림보호, 식수조림, 산림벌채, 법률책임, 부칙 등으로 구
성되었다. 이후 「산림법실시와 관련된 세부규칙」(1986년), 「산림벌채
및 갱신에 관한 관리규칙」(1987년) 이 후속적으로 제정되며 보다 엄격
한 산림관리에 착수하였다.
1996년 임업부는 《 임목임지권 분쟁 처리에 관한 방법(林木林地权属
争议处理办法)》등을 발행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이용에 관한 권리를
확실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이
행과정에서 기존의 산림법이 경제∙사회적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였기 때
문에, 1998년 산림법은 새로이 개정된다. 이후 임업의 발전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서가 발행되는데, 2003년,
《임업발전의 가속에 관한 결정(加快林业发展的决定)》, 2008년 《집체임
권 제도개혁 전면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全面推进集体林权制度改革的意
见) 》 이 그것이다. 이 두 문서는 임업개혁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여전히 산림자원 보호와 이용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이 미약하였다.
국가임업국은 2004년 산림법 개정을 위한 ‘전국 임업법제 작업회의’를
개최하여 산림법 개정을 도모하였으나, 구체적인 법 개정은 완전히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후 2009년 전국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산림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4년 전국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 환경보호법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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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며 산림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새로운 원칙을 제정하였다. 2016
년에는 국무원에서 「산림법실시조례」 를 개정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
한 개발 패러다임과 생태문명 건설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2) 행위자 : 국가임업국
중국은 1949년 정권수립 이후 「임업발전 5개년 규획」을 1953년부터
수립하여 국가주도의 산림계획을 펼쳐오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64>와 같다. 중국은 1990년대 말까지 정책과 법률 등에 ‘퇴경환림’
과 ‘녹화황산’을 꾸준히 제창하였고,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전후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퇴경환림 사업을 실시하였다(Li, 2004,
2006; 박기형 et al., 2011, p. 102). 그러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
며 사업은 중단되었고, 1950-1960년대의 정책추진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
지 못하였다.
본격적인 국가산림기본계획은 1978년 개혁개방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
었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농산촌 지역의 생산조직, 소유구조, 생산유통시
스템의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집단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집체림이
개별농가로 분리되어 가족경영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지역주민 산림
복원 참여에의 유인을 제공하였으나, 용재림과 고산지대 위주의 정책은
효과적으로 정착되지 않았고 산림황폐화는 지속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며 중국의 임업은 새로운 길에 접어들게 되
었다. 산림법 제정을 통해 산림보호정책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과 더불어, 등소평의 1992년 남순강화 이후 중국 임업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산림법」, 「초원법」, 「수토보
전법」, 「토지관리법」 등의 제정은 산림파괴와 황폐화를 방지와 퇴경
환림사업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8년 발생한 양쯔강 대홍수
는 산림복원을 위한 사업이 보다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우선순위는 임업발전의 주요지표에 반영되어 있는데, 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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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획에서부터 9차규획에 이르기까지 목재생산과 산림피복율을 증가시키
는 것이 주요 목표였으며 속성림 건설, 방호림 조성 등을 주요 이니셔티
브로 설정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다.
10차 규획부터는 임업중점공정과 더불어, 야생동식물 및 천연자원 보
호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정책범위를 확장시켜 나갔다. 국가의 전면적
노력을 통해 중국의 산림면적은 빠르게 회복되어 갔으며 2000년대 후반
부터는 생태자원을 경제자원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표 64] 5개년 규획 기간 임업발전 주요지표 및 내용
단계(5개년규획)
1차
(1953-1957)
2차
(1958-1962)
3차
(1966-1970)
4차
(1971-1975)
5차
(1976-1980)
6차
(1981-1985)
7차
(1986-1990)
8차
(1991-1995)
9차
(1996-2000)
10차
(2001-2005)
11차
(2006-2010)
12차
(2011-2015)

경제지표

생태지표

-

-

-

-

목재생산 증진

목재생산(3,874만㎥)

-

목재생산 증진

-

-

-

-

-

목재생산(5,500만㎥)

조림면적(1933만ha)

목재생산 증가 노력
목재생산(5,700만㎥)

삼림피복율: 12%

기간 중 주요이니셔티브
임공부(林工部)설립,
방호림 조성

식목일 지정,
방호림 조성
삼림법 제정
임업’삼정’
벌채제한제,

조림면적(2,770만ha)

속성림산업기지 건설

삼림피복율:14%

«중국21세기의정임업행동규획»,

조림면적(2550만ha)

방호림 조성

-

삼림피복율(18.2%)

-

삼림피복율(18.2%)

삼림법 수정, 원시림보호,
속성림건설, 방호림 조성
천연림 보호, 퇴경환림 시작,
징진풍사원방호림 조성, 야생동식물
보호, 속성림 조성(6대공정)

-

삼림피복율(20%)

-

삼림피복율(21.66%)

13차
(2016-2020)

삼림피복율(23.04%)

출처: 沈若萌 (2014, p. 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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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공정, 청해삼강원, 습지, 수토보전,
석막화종합방지, 집체림권개혁
10대공정+생태보상기제
3대중점전략 (징진지협력발전,
창장경제벨트건설, 일대일로건설)

이와 같은 국가산림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은 내수소비진작과 외화획득
을 통한 국가경제성장 정책과 상호작용하여 보호지역 중심의 산림휴양정
책이 전개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산림을 중심으로 보호지역 지정과 관광지역으로서의 개발방
안 모색, 산림공원을 적극 건설하여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임업소
득의 창출, 산림국제여행사 설립 등을 통해 외국자본 유치 등은 중국 산
림휴양정책이 ‘휴양’보다는 ‘관광자원’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되
고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65. 66).

[표 65] 국가임업국의 주요 산림휴양 정책 흐름
년도

산림휴양정책
1980 임업부 《풍경명승구 국유림의 산림보호와 여행사업의 개발발전에 관한 통지》
1981 임업부 ‘산림관광시범사업간담회’ 개최

1980년대 1981 임업부 《관광시범간담회요약에 관하여》 12월
1982 국가계획위원회 《장가계국가산림공원건립에 관하여》
1985 임업부 《산림과야생동물유형 자연보호구역 관리방법》
1992 임업부 《산림공원건설의결정에 관하여 (关于加快森林公园建设的决定)》 발표
1992 임업부 내 ‘산림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지방정부(시, 구)에서도 관리기구 설립
1990년대

1993 임업부 발표 《자연보호구의 관광활동 발전과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1994 국가여행국 승인, 임업부 ‘산림국제여행사’설립
1994 삼림공원' 첫 공식정의 법에 포함 (forest park management regulation)
1996 임업부 발표 《산림공원총체설계규범(森林公园总体设计规范)
2002 국가임업국 내 산림공원관리소 마련
2002 국가임업국 발표 《산림풍경자원관리작업에 관한 통지》
2003 국가임업국 ‘전국산림공원사업간담회(全国森林公园工作座谈会)’ 개최
2004 국가임업국 발표 《미성년을 위한 생태도덕교육의 실행의견에 관하여》，

2000년대 2005 국가임업국 ‘전국산림공원사업간담회’ 개최
2006 국가임업국 발표 《산림공원발전에 관한 의견》
2007 국가임업국 발표 《산림공원 생태문화건설 강화 방안에 관하여 》
2009 국가임업국, 교육부, 공청단중앙연합회 공동으로 ‘국가생태문명교육기지설립’추진 및
‘산림공원, 습지공원, 자연보호구역 등이 생태문명의 중요영역’임을 제안
2010 국가임업국 승인 : 温州에 “중국산림관광실험시범구(中国森林旅游试验示范区)”
2010 福建성의 “森林人家”는 국가임업국/국가관광국의 새로운 산림생태관광모델로 추진
2011 국가임업국-국가관광국과 협력 강화(5~11월), 이후 산림관광전략적협력협의 체결,
2010년대

전국산림관광사업단 조직, 공동으로 전국산림관광사업회의 개최,
《산림관광업발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森林旅游业发展的意见)》 공동 발표
2011 국가임업국 및 국가여유국, 공동으로 《전국산림관광발전규획(2011－2020)》 마련
2011 국가임업국 ‘산림공원보호와발전중심’ 설립
2011 국가임업국 《국가급산림공원관리방법(国家级森林公园管理办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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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가임업국, 하이난에서 국가여유국과 ‘산림관광공작회의’개최
2011 국가임업국 및 海南省 海口市 업무협약체결 《하이난산림생태관광건설전략협력에
관하여 (关于加快推进海南森林生态旅游建设战略合作协议)》
2011 국가임업국 발표 《산림관광의 발전가속화에 관한의견(加快发展森林旅游的意见)》,
《산림관광시범구역단위에 관한 통지(森林旅游示范区试点单位通知)》,
2015 국가임업국 '국가급산림공원총체규획신청관리방법'통지
2016 국가임업국 1994년에 최초 발표된 《산림공원관리방법(森林公园管理办法)》 2차개정
2016 국가임업국 《산림체험과산림양생발전에 관한 통지
(关于大力推进森林体验和森林养生发展的通知)》
2017 국가임업국 <교외삼림공원발전규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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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중국 산림정책의 전개와 주요 산림휴양 정책

단계

주요목표

1949-1957

산림의 생태기능

초보회복기

경제편익 고려

주요원칙

주요정책

보편적인 산림보호

다수의 방호림대 건립

조림중점

용재림의 계획적 조성

합리적 목재벌채 및 이용

엄격한 벌채제도

정치우선주의
1958-1978
격렬파동기

목재생산 위주

관중의 길, 자력갱생 견지

농업생산과 대지경관

각고분투

작용에 목재를 고려

전당전국민의 임업참여

경제/생태양립기

임업활력증가
임업생산전형 실현

임업생태체계와

생태우선

임업산업체계의 비교적

체계화된 산림건설 침체

-기초시기

완비 건설

1998-2011

생태중요성 전면 등장

생태우선

생태문명 건설

-건설단계

아름다운 중국건설에 공헌

-

영향

규범임업생산 활동

산림보호 강화

임업 ‘三定’공정 전개

임업관리 강화

목재시장유통 개방

자원의 합리적 이용

국가공원방식 건립

협조발전

자연보호구 첫 지정

결국 실현되지 못함

정치운동은 산림건설에 부정적

산림배양 가속화

임업산업과 사회공익사업

산림관리방안이 등장하였으나,

전국민 조림운동전개

야생동식물보호
1995-1997

산림의 초보적 회복
조금 구체적인 산림생태건설사상의

임업건설의 인민공사화

산림법 반포실시,
산림자원증가

주요 산림휴양 정책

운동식 조림은 운동식훼손을 수반,

중국식 산림건설의 길 다짐

1978-1994

결과

산림건설의 정상궤도회복,

장가계 첫 산림공원 지정

산림수량/퀄리티 증가

자연보호구 관광활동 발전

임지권속화구분 , 직책 불명확

진작

국부지역 절도현상 심각

산림공원 정의 법에 포함

천연림파괴 보편화

산림국제여행사 설립

임업분류관리모델 구축

대규모조림공정 추진

인공조림 한발 더 전개

지역의 생태환경 개선 우선

황폐화된 산 방지, 녹화확대

산림과 야생동물보호 증가

임업분류경영 건립
생태건설위주의

6대공정의 전면 추진

임업발전전략 확립

임업생태건설 투입확대
국가투자보증산림생태건설

자료 : 沈若萌 (2014, p. 6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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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수량과 질 증가
특히 천연림 파괴 억제
산림건설의 체계화

산림공원설계규범 수립
산림공원품질평가표준 수립
중국산림관광박람회 개최
생태문명, 생태도덕,
생태문화 교육강화
산림관광 발전 가속화

(3)

정책변동

1) 외생적 요인 – 내생적 요인 영향관계
정책형성기의 구조적 환경은 제도적 맥락과 행위자에게 변화기회 기
제로 작용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67>과 같다.
1950~60년대 중국경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
듯 하였으나, 1958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의 대약진 운동, 1966년부터
1976년까지의 문화대혁명 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여가∙
휴양수요는 크게 위축되었고, 본격적인 여가문화의 등장과 휴양수요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며 나타나게 되었다.
1978년 개혁개방이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소득도
크게 증가하여 대중들은 비로소 여가와 휴양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는
국가주도의 관광자원개발과 맞물려 국내여행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국가
산림공원 지정을 통해 그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산림휴양정책은 산림공원이나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와 같은 보호지역
의 지정에 머물렀으며 일부지역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데 그쳤다.
이후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를 시작으로 중국 경제는 더욱 시장화
단계에 접어든다. 경제성장은 소득증가로 이어졌으며 여가시간을 여행과
휴양으로 보내고자 하는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국가에서는 소
비심리를 자극하여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관광을 촉진시키
기 위해 1995년 주5일 근무제, 1999년 황금연휴제를 차례로 도입하였다.
황금연휴제의 도입은 중국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여가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국내여행 참여율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
었다. 이 시기 국가임업국은 8차, 9차 임업규획을 발표하며 국가주도의
천연림보호와 산림복원 사업을 실시 하였으며, 국가산림공원을 제도화함
으로써 추후 산림공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개혁개방과 시장화에 따른 경제성장은 국민소득을 증가
시키고, 국가주도의 관광자원 개발 정책은 제도와 행위자로 하여금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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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흡수하게 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2000년대는 본격 여가수요 부흥기에 접어들며 관광형에서 휴양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는데, 연령에 상관없이 자연경관이 수려
한 지역을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로 꼽았다(이정훈 & 김소라, 2011, p. 132)
또한 2012년을 기점으로, ‘생태문명건설’이 국가 정책기조에 전면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산림공원은 생태도덕, 생태문명, 생태문화 등을 교
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이에 국가임업국에서
는 관련 정책의 수립을 통해 기존의 산림관광 뿐만 아니라 산림교육의
장, 산림치유의 장소로서의 산림공원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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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중국 산림휴양정책변동의 외생적 요인-내생적 요인 영향관계

외생적 요인
구분

구조적 환경
경제적

1950

전후회복기

~60년대

경제침체

1970
~80년대

내생적 요인

개혁개방 이후
고도경제성장
소득증가,

사회적

제도적맥락

행위자

환경적

산림법

국가임업국

환경파괴심각

-

임업발전규획

문화대혁명,대약진운동
입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변동

임업부 설립

중국최초여행사 설립

~2000년대

시장화 가속
소득증가,
여행소비지출 확대

자력갱생 및 외자유치를
위한 관광기초시설 건설

자연환경보전

가속화

법제도기반구축

산림법 제정

임업발전규획 실시(4차7차)

안정성장기

이후~

소득증가

장가계 첫 국가산림공원 지정

관광산업발전계획 수립
국가산림공원결정 제도화
주5일 근무제
황금연휴제도 도입

미성년을 위한 생태도덕교육의

자여환경보전
법제도기반강화

산림법 개정

국제환경조약가입

임업발전규획(8차-9차)

실행의견

대규모 조림공정

산림공원 생태문화건설 강화
방안

도농소득격차가속화

2010년대

자연보호구 지정

실시(1치~3차)

등소평 남순강화
1990

주요 산림휴양정책

임업발전규획(10차샤오캉사회 달성목표

생태문명건설

산림법 개정

12차)
임업6대공정 전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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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관광업발전에 관한 의견
전국산림관광발전규획(20112020
산림체험과 산림양생발전 통지

2) 정책변동
1980년 임업부가 발표한 《풍경명승구 국유림의 산림보호와 여행사업
의 개발발전에 관한 통지(关于风景名胜区国营林场保护山林和开展旅游事
业的通知) 》 는 중국 임정에 있어 관광사업 전개가 직접적으로 명시 된
첫걸음이었다. 이 정책은 중국의 산림휴양자원개발이 ‘관광사업적 측면’
에서 진행되어왔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어 1982년 중국 산림휴양정책
추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온다. 장가계가 첫 국가산림공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후 중국정부는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풍광이 우수하며
보전 및 휴양 가치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산림공원을 지정해 나간다. 중
국의 산림공원 제도는 자연자원의 보호 뿐만 아니라 입장료 징수를 통해
중국 임업에 있어 새로운 소득창출원이 되기도 하였다.
정책발전기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다 준 사건은 등소평의 남순강화
였다. 1992년 《산림공원건설의결정에 관하여 (关于加快森林公园建设的决
定)를 발표하였다. 이는 등소평의 남순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경제건설의 주요 동력으로써 관광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유림의 산림공원 건설과 산림관광업의 신속발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추후 중국 산림공원건설의 급속한 발전 계기가 되었으며,
‘산림공원관리소’ 가 임업부 내 설치되며 보다 체계적인 정책추진의 기
반을 마련해 갔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기존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산림공원에서, ‘생태문
명건설의 기지’로서의 산림공원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2004년 <미
성년을 위한 생태도덕교육의 실행의견에 관하여>, 2007년의 <산림공원
생태문화건설 강화 방안에 관하여> 등의 정책은 산림공원의 역할이 더
욱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산림휴양 정책은, 2012년 18대 공산당 전국대회에서 시진핑 주석
이 생태문명 건설을 국가시책 방향으로 강조하며 더욱 중요시 되었으며
관련 정책 추진도 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국민경제와 사회발
전 12차 5개년 계획(2011-2015)」에는 환경보전과 인민생활 개선, 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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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건설 등이 주요계획으로 포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임업
발전 12차 5개년 계획(2011-2015)」의 12개 목표에는 생태문화체계 건설
추진, 산촌 민생개선 등 산림복지 증진과 관련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또
한 2016년 국가임업국《산림체험과산림양생발전에 관한 통지(关于大力推
进森林体验和森林养生发展的通知>의 발표를 통해 생태문명건설 실현을
위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 및 산림을 통한 자연체험과 대중건강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표 68).

[표 68] 중국의 산림휴양 정책변동 내용
제도

내용

1980년 임업부

산림휴양자원 개발에 있어

《풍경명승구 국유림의 산림보호와 여행사업의

‘관광사업적 측면’강조

개발발전에 관한 통지》
1982 국가계획위원회

중국 최초 산림공원 지정

《장가계국가산림공원건립에 관하여》

제도변화 유형
층화

형성

자연보호구역에서 임업부 또는
1985 임업부

지방정부관할 산림당국의 승인을

《산림과야생동물유형 자연보호구역 관리방법》

받아 지정된 범위 내에 관광활동을

층화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
등소평의 남순강화를 실현하고, 국가

1992 임업부
《산림공원건설의결정(关于加快森林公园建设的决定)》
1996 임업부 발표

주요경제건설동력으로 관광개발

산림공원 표준 제시

《산림공원총체설계규범(森林公园总体设计规范)》
2004 국가임업국 발표

생태도덕교육 기지로서의 산림공원

《미성년을 위한 생태도덕교육의 실행의견》，

역할 강조

2007 국가임업국 발표

생태문화건설 기지로서의 산림공원

《산림공원 생태문화건설 강화 방안》

역할 강조

2011 국가임업국

산림관광의 시장화 강조

<산림관광업발전에 관한 의견>
2011 국가임업국/국가여유국

장기적 관점에서의 산림관광

<전국산림관광발전규획(2011-2020)

발전계획 수립

2011 국가임업국
<산림관광의 발전가속화에 관한 의견>
2016 국가임업국
<산림체험과 산림양생발전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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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화

중요성 재고.
형성
형성
층화
층화
층화

산업으로서의 산림관광 강조

층화

산림치유 등의 새로운 개념 등장

형성

제 5 장 국가간 산림휴양정책 발전과정
비교분석
제 1 절 발전단계의 구분
1. 발전단계 구분기준
상호비교에 있어 분석시기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연구자의 역사관이나 입장에 따른 자의적 해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명희,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한∙중∙일 3국에서 ‘발전단계’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의
구분기준을 충분히 고찰하여 정책발전단계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발전단계 구분

일본에서는 산림∙임업분야에서 산림휴양시책의 동향을 고찰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초기의 연구를 살펴보면,

山下友一 (1981)은 산

림의 휴양이용을 위한 보건보안림의 정비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후 휴양
림제도가 보다 대중화되며 다수의 연구에서 국유림 내에서의 산림휴양
시책, 보건휴양 목적에 따른 산림정비 전개 방안 등에 논의를 수행하였
다(大浦由美, 1992, 1993; 村瀬房之助, 1990a, 1990b). 또한 산림휴양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시책 전개방안 이 논의
되었고(宮林茂幸, 1992, 1993), 미국과 일본과의 산림휴양연구를 비교 검증
하여 미국의 연구결과가 일본 산림휴양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음을 밝히
기도 하였다(Ito, 2003).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 정책추진의 발전단계를 시기별로 구분하고 분
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다수 시도되었다. 田中伸彦 (2007, 2015)는 두 번의
175

연구논문을 통해 전후부터 1960년대까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산림휴양정책 전개과정을 상세하게 고찰하였으며, 산림휴양의 발전단계
를 총 여섯 단계로 구분하였다(표 69). 첫째, 메이지기(1868년~1912)로,
산림에 대한 최초의 규정이 마련된 시기로 그동안 막부에 의해 지배되어
왔던 산림이 정부소유의 “관림”이 되고 산림법이 제정(1897년) 되는 등
근대적 산림관리가 개막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휴양정책에 있어서도
유럽을 중심으로 근대적인 제도나 시스템이 많이 받아들여졌고, ‘휴일’이
법률에 근거해 담보되는 등 추후 전개될 산림휴양 정책의 기반이 마련된
시기이다. 둘째, 다이쇼기(1912년~1926년)으로, 저자는 이 시기를 관광휴
양 산림시책의 태동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 시기에 “보호림 제도”가 창
설되었고, 이 제도에 근거하여 국유림 내 있어 풍치 상 중요한 산림을
보호할 수 있게 한“풍치보호림”의 지정이 제도화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개화초기부터 종전(1945년)까지의 시기로, 산림관광휴양 시책이 안정되었
다가 다시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는 시기이다. 국립공원법(1931년)에 공포
되어 첫 국립공원이 지정(1934년)된 이래, 산림법에 공원지정 등이 명시
되는 등 산림의 관광∙휴양 기능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넷째, 194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 후반 시기로, 전후 임정의 부흥기이기도 하다. 1947년
그동안 분리되어 운영되어져 오던 산림업무가 농림성으로 이관되며 임정
통일이 실행되었고, 전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
어졌다. 다섯,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으로 전후 임정이 복원된
후 산림휴양수요가 점차 증가하며 관련 시설이 국유림 내 설치되기 시작
한 시기이다. 여섯째, 1960년대 중반부터 후반으로 국유림 내 종합적인
관광휴양시설 정비가 이루어진 시기이며, 일곱째,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으로 국유림에 이어 민유림에도 산림휴양 시책이 확대된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의 시기는 산림휴양시책이 다양
화 된 시기로 산림이 가지는 보건기능의 증진, 산림교육 강화 등이 이루
어진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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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일본 산림휴양정책 발전과정(메이지기~1990년대)
구분

전체적인시책

근대적 보안림에
시대구분

메이지기
1

(1868~
1912)

2

관리의 개막

보안림제도

삼림시책의태동

1926)

(제1기)

1940년대)
전후~
4 1950년대
후반

관광레크레이션

(풍치보건림)

전체

공원내

삼림

따른

삼림의

산림

관리

관리

계획적

취급

관리

기초

개별
삼림
계획

보건림에

제도의
분권화

관한
관리

관광
레크레
이션
활동
대응

국유림
자연

주요

휴양림 시책에
제도

위치
부여

레크

3섹터-

레이션

자치체

림

의

제도

활용

민유림에
레크레이 관광레크
션림의

레이션

설치

사업의
도입

o

o

o

o

o

o

o

업안감독제도
삼림공원의탄생 등

전후임정전체의
부흥기

o

o

o

관광레크레이션

-1960년대

시책(제2기)

o

o

o

o

국림공원의탄생시

부터 쇠퇴

후반
중반

보건림제도의탄생

시책의 안정

1950년대
5

국립

삼림법개정,

(1912~

(1930년대~

국토

민유림시책

관림의탄생,
산림법의제정

관광레크레이션

~종전

임야관련시책의 토픽

근대적삼림

다이쇼기

개화초기
3

시기의특징

국유림시책

o

o

o

o

o

o

o

삼림계획제도 탄생
국립공원삼림시업
제한세목 등
국유림목재증산계획
피난오두막의설계,
국설스키장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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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체험형관 인스트
광레크레

럭터

이션사업 제도의
의 도입

도입

유니버설
대응

1960년대
6

중반
~후반

국유림의

임업기본법의 제정,

종합적

자연휴양지로서의삼림

관광레크레이션

개발에관계된 권고,

시설정비

자연휴양지제도 등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삼림의공익적기능
(보건휴양기능)의
1970년대

민유림에

7 ~1980년대 관광레크레이션
중반

시책의 확대

위치부여명확화,
레크레이션숲제도,
관광레크레이션
자원의조사사업,
생활환경보전림
랜드법,
보건기능증진법
유역관리시스템,
시정촌삼림정비계획

1980년대
8

후반
~1990년대

확대
관광레크레이션

(관광레크레이션림

시책다양화

의 기술화),

o

HGP보건림의 개정,
체험의숲정비사업,
삼림인트스럭터,
세계유산조약비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자료 : (田中伸彦, 2007, 2015)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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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또한 산림휴양기능을 포함하여 산림의 다면적 기능의 관점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내용과 예산 추이에 따라 산림정책의 시기를 구분한 연구도
있다(津脇晋嗣, 中島徹, 龍原哲, & 白石則彦, 2016). 산림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정의는, 2001년 일본학술회의가 농림수산부 대신에게 자문한 「지구
환경과 인간생활과 관계되는 농업 및 산림의 다면적 기능 평가에 대하여」
의 학술자료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본 보고에 따르면 산림의
다면적 기능은 총 여덟가지의 기능, ①생물다양성보전기능(生物多様性保
全機能), ②지구환경보전기능(地球環境保全機能), ③토사재해방지기능/토
양보전기능(土砂災害防止機能/土壌保全機能), ④수원함양기능(水源かん養
機能), ⑤쾌적환경형성기능(快適環境形成機能), ⑥보건∙레크레이션기능(保
健･レクリエ-ション機能), ⑦문화기능(文化機能), ⑧물질생산기능(物質生
産機能)으로 나누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1기(1965년~1979년)를 다면적 기능 증진을 위한 예산급
등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는 고도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임정예산의
규모자체도 연 4~5조엔 규모로 증가하고 있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다
면적 기능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관련 예산이 증가하던 시기
였다. 특히 1969년을 기점으로 국유림 사업에 있어 숲이 가진 휴양기능
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이 활성화되며 관련 예산이 증
가하게 되었다. 이후 1971년 청소년의 숲 등이 도입되고, 1979년 산림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21세기 숲 정비사업’ 등이 추진되는 등
산림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산림의 다면적 기능과 이를 증진하기 위
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2기(1980년~1987년)는 1기의 연속상에 있었으나 예산증가가 1기
만큼 이루어지지는 않은 시기였다. 이 시기 일본 내 목재수요가 쇠퇴하
고 벌채생산량도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
러나 1987년 UN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등장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의 패러다
임 전환에 영향을 준 시기이기도 하였다.
3기(1988년~1997년)은 예산이 다시 재상승한 시기이다. 1987년 UN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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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1992년 “지구정상회의”개최를 계기로 산림의 다면적 기능의 중요성
이 더욱 부각되었고, 이에 관련사업의 예산도 다시 증가하게 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산촌진흥대책 등이 마련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사업, 산림교육과 보급활동 등의 사업 내용이 포함되었다.
4기(1998년~2009년)는 일본 임정에 있어 큰 전환점이 있었던 시기로
저자는 구분하고 있다. 이 시기에 들어 보건∙문화∙교육적인 산림의 이용
이나 생활환경의 정비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산림정비사업이 다수 추
진되었기 때문이다. 1996년 개정된 산림자원기본계획과 제2차 산림정비사
업계획에 따라 일본 산림의 기능은 수토보전기능, 산림과 사람과의 공생
의 촉진, 산림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
되게 되었고, 1997년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 교토의정서가 의결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사업도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8년 부터는 국가 산림정책의 방향이 목재생산보다 공익적 기능
중시 정책으로 전환되며 공익림의 면적비율 확대, 목재생산림의 비율 감
소 등의 정책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5기(2010년~2014년)는 1998년부터 하향세였던 예산이 다시
재증가한 시기로, 이는 2009년 9월에 탄생한 민주당 정권의 영향이라고
저자는 판단하고 있다. 2009년에 「 산림∙임업재생플랜 」 이 발표된 이래
산림∙임업 기본계획의 개정 및 산림시업계획 등이 변경되고, 이를 계기
로 ‘아름다운 숲 만들기 국민운동’이 발전하여 임업∙목재산업의 재생과
목재이용∙에너지 이용 확대, 목재이용 중요성 보급 등 목재를 적극적으
로 활용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산촌진흥대책은
기존의 목재산업∙유통대책 등과도 연계되어 추진되는 등의 양상이 보이
는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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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발전단계 구분

국내 산림휴양 정책의 발전은 초기단계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이루
어져 왔다. 이에 자연휴양림의 발전단계를 구분한 문헌이 다수 존재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2007)는 자연휴양림 사업추진에 있어 조성단계
를 2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1단계는 산지자원화 계획시기로,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10개년 범위이다. 이 단계는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향
상으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이며 산림휴양수요도 점차 증가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이전의 치산녹화 정책에서 벗어나 산림보호
와 이용의 조화라는 산림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났다. 2단계는 제4
차 산림기본계획시기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10개년 범위이다. 이
시기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등 국민여가활동의 패러다임이 전환되
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산림청에서도 2005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여 자연휴양림의 발전 뿐만 아니라 휴양수요에 보다 체계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다른 시기 구분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2009)의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자료에서는 자연휴양림 20년사를 편의상 5년 간격(1990년 이전,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으로 설정하였다. 1단
계를 자연휴양림 탄생, 2단계를 자연휴양림 초기 성장기, 3단계 자연휴양
림 운영 프로그램 도입기, 4단계 산림문화개념 접합기, 5단계를 자연휴양
림 관리체제 전환기로 설명하고 있다(표 70).

[표 70] 자연휴양림 조성단계 분류(자연휴양림 20년사)
단계별

조성년도

운영개소

조성기준

자연휴양림 탄생

1990년 이전

5

산림법, 자연휴양림설계기준

자연휴양림 초기 성장기

1990~1994(5개년)

52

산림법, 자연휴양림설계기준

자연휴양림 운영 프로그램 도입기

1995~1999(5개년)

32

산림법, 자연휴양림설계기준

산림문화 개념 접합기

2000~2004(5개년)

21

산림법,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자연휴양림 관리 체제 전환기

2005~2009(5개년)

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계

122

자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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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류강현(2013)은, 자연휴양림 발전단계를 시대적 흐름에 따
른 외부적 요인과 자연휴양림 내부적 요인의 기준 40 을 찾아 구분하고자
하였다. 각 요인들과 휴양수요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연휴양
림의 발전단계를 3단계(①1기(1988~1998):자연휴양림 도입 발전단계 ②2
기(1999~2004):야외휴양 인지 및 활동증가 단계, ③3기(2005~2010):산림문
화휴양참여단계)로 구분하였다(표 71).

[표 71] 조성개념에 의한 발전단계별 변화 특성
(1기) 자연휴양림

(2기) 야외휴양인지

(3기) 산림문화휴양

도입 발전단계

및 활동증가 단계

참여단계

1988-1998

1999-2004

2005-2010

국민인식 부족 미진

시설개선과 확충인지도 상승

이용객 증가 활성화

매우 부족

시설이용료 징수,

수입 증가, 수입으로 운영가능,

사유림 운영난

이용객 증가, 소득 증가

이익실현은 부족

실현

실현

조성개념

휴양서비스
산주소득제고
산림오지개발

기반시설 도입
주변지역 발달

산림재화생산

부족

부족

부족

산림교육홍보

부족

시도와 도입

활발한 시도기능 증대

자료 : (류강현, 2013)

이후 한국의 산림휴양정책이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 보다 다변화 되
며 산림청은 2015년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저아기에 이른다.
이에 기존의 산림휴양,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을 모두 포괄한 2017년
「 산림복지진흥계획 」 이 발표되는데, 본 계획에서는 법∙제도의 구축을
중심으로 발전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첫째, 산림휴양∙문화∙도시림 중심 단계로, 1990년 「산림법」개정을 통
한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제도 도입을 산림휴양정책 본격적 시작단계
로 보았다. 이 시기에는 2001년 「산림기본법」제정을 통해 ‘산림휴양공
간 조성 및 산림문화 창달’이 산림기본시책으로 설정되기도 하였다. 둘

40

국내총생산(명목, 시장가격), ②인구증가율, 자동차 등록현황, 증가대수, 전년대비 증감비와 자연휴양림

유사시설인 국립공원의 이용상황, ③국립공원 탐방객수 및 해외 국립공원 탐방객수, ④국민여행실태조사
활동유형 중 산림휴양과 관련된 항목의 변화, ⑤자연휴양림 조성 시 기준이 되었던 법률의 개정시기, ⑥자
연휴양림 이용자수, 조성개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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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2005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정을 바탕으로, 산림치유∙산
림교육∙숲길 정책이 활성화 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동법의 재개정을
통해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치유의 숲이 조성되고, 산림레포츠시설 및
숲속야영장 조성근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산림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산림교육시설 조성 및 산림교
육 전문가 양성 및 활용근거가 마련되는 등, 산림교육 저변확대의 시기
이기도 하였다. 셋째, 2015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산림복지 및 산림레포츠가 본격 추진된 시기로서, 산림휴양∙문화, 교육,
치유, 숲길 등을 아우르는 산림복지체계가 완성되었다. 이와 같은 법제도
적 기반의 구축은, 관련분야 예산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림복지
계획에 따르면 2017년 산림이용∙복지활성화 지출예산 규모는 2005년대비
약 2.8배 증가하였으며, 전체예산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
림청, 2017).

(3)

중국의 발전단계 구분

중국의 산림휴양 발전단계의 구분을 다룬 연구는 산림공원 및 산림관
광 정책의 발전과정을 다룬 연구로 그 범위를 확대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李若凝 (2005)은 산림관광자원 관리체제와 정책을 고찰한 연구에
서 발전과정을 총 4단계(전반적개발단계(1949-1982), 정부주도개발단계
(1982-1990), 관리기구의 기업화관리단계(1990-1998), 산림관광자원시장화
단계(1998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전반적 개발단계(1949-1982)에서는 산
림관광자원의 업격한 보호 기조 아래 자연보호구 지정 및 보호지역 내
관광자원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나, 전면적 관리가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일부 산림풍경구의 입장료 징수 등의 관리만 이루어졌다. 이후 정부주도
개발단계(1982-1990)는 1982년 국가산림공원이 처음 지정된 이래, 중앙정
부와 지방이 공동의 관리체제를 서서히 구축해 나가는 시기로서 중앙은
관리규획, 재무, 지정지역 보호, 개발 및 건설 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정부
는 치안, 민사, 관광구의 관리기구의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한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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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관광자원관리기구의 기업화 관리단계(1990-1998)는 국가투자체제의
개혁으로 인해 정부의 산림공원 및 관광에 대한 투자는 다소 감소하였으
며, 이에 경영방식이 점차 다양화∙다층화 되며 일부지역에서는 자체 관
광회사와 관리기구를 조직하여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
러나 이 시기는 지역이 갖춘 능력이나 산림관광자원 개발의 적극성 등에
따라 지역간 편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였다. 마지막
으로 산림관광자원 시장화 단계(1998년 이후)는 산림관광자원 관리를 위
한 전문적인 기구와 경영방식이 도입된 시기이다. 1998년 국가의 천연림
보호 정책 실시 이후, 다수의 산림공원과 보호지역 등은 관광수입이 급
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문적 경영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각 지방정부에서는 관광투자공사 혹은 관광집단공사
등을 설립하여 자금을 모금하는 등 독자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고자 하
였다. 일부지역은 정부에 속해있던 관광자원 경영권 이전을 실행하는 등
점차 국가에서 독립된 형태의 운영시스템이 갖추어졌다.
또다른 발전단계 구분은 산림공원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兰思仁, 戴永务, & 沈必胜, 2014). 동 연구에서는 발전과정을 초기단계
(1982-1990), 급속개발단계(1991-1993), 안정단계(1994-2000), 급속성장단계
(2001-2005), 산업화단계(2006-2014)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초기단계
(1982-1990)에서는 첫 국가산림공원의 등장과 함께 제1회 국가산림공원회
의가 이루어지는 등, 국가산림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휴양 활성화 방
안이 모색되었으며 산림공원 지정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급속개
발단계(1991-1993)에서는 국가 산림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관련 법률이 지
속적으로 지정되었는데, 1992년 국유림에 이용에 관한 조치와 제2회 산림
공원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산림공원의 지정이 급속도로 증
가하였다. 안정단계(1994-2000)에서는 산림공원관리 방안이 수립되었고
각 임업대학안에 산림관광과 관련한 전공이 개설되어 보다 내실있는 산
림휴양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급속성장단계(2001-2005)에서는 산림
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관광이 중국 내 산림산업의 주요한 사업으로
인식되며 관련 정책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산업화 단계(2006184

2014)에서는 산림관광이 산업화되고 있는 단계로서 제 4차 국가산림공원
회의가 이루어지고, 관련 유한공사가 독립적으로 설립되는 등의 움직임
이 나타났다.
국가와 시장화 사회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산림공원 발전시기를 구분
한 연구도 있다(Luo & Bao, 2013). 동 연구에서는 1982년 장가계 국립공원
지정부터 1991년까지의 시기를 탐색단계로, 1992년부터 20001년까지를 참
여단계로, 2002년부터 2011년 까지를 발전단계로 설정하였다. 탐색단계
(1982-1991)에서는, 장가계의 첫 국가산림공원지정 이후 산림공원을 관광
자원으로 브랜드화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주도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적절한 재정지원 정책
등을 통해 산림공원의 관광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참여
단계(1992-2001)는 시장주도의 변화 및 개혁이 이루어진 시기로서, 1980년
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목재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무분별한
벌채가 이루어짐에 따라 산림생태계가 파괴되고, 임업노동자들이 빈곤에
빠지는 등 국유임업에 있어 자원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직면한 시기
이기도 하였다. 이에 임업의 다각화가 요구되었으며, 산림공원은 산림생
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임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각
광받았다. 이에 지방의 국유림에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산림공원 운영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발적인
산림관광 자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에 따라 자연경관이 점차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전단
계(2002-2011)는 산림공원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 국가주도와 시장의 관계
가 점진적으로 재구성된 시기로서, 과도한 시장화를 지양하고 국가차원
의 산림공원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
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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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국가∙시장∙사회에 기반한 국가산림공원의 진화특성
구분
본질

탐색단계(1982-1991)
국가주도하의 시장화
변화 및 개혁

- 산림경관의 브랜드화
국가 논리

- 관리, 자본계획, 임원파견 등
공간 관리정책 도입 등
계획적인 산림공원 관리

참여단계(1992-2001)
시장 주도의 변화 및 개혁
사회적 자기 보호의 점진적
상승

국가 주도 시장 및 사회적
관계가 점진적으로 재구성

- 자금을 우수한 국유림에

- 생태건설 및 자연보전 공간

한정하여 지방 임업 부문을

관리의 산림공원 현황 명확히

지방이 관리하도록 권한을

- 생태계, 사회 및 경제의

분산시켜 산림공원으로 부터

전반적인 이익을 강조 및 산림

얻은 경제적 이익을 생태학,

공원의 규제 및 제도적 틀과

사회 및 경제의 전반적인

같은 공간 관리 정책 체계의

이익에 옮기고자 함.

개선

- 산림경관관리시스템 구축에

- 산림 관광의 과도한 시장화를

착수

제한

- 국가와 사회의 기존 시스템과 - 관광브랜드로 사회 통제 강화
시장 논리

발전단계(2002-2011)

자본의 차별화 및 산림 공원의 - 도로, 호텔, 명승지 및 기타
관광 브랜드에 대한 자본의

시설로 경관형성, 자연경관을

초기 성공 달성

점차 파괴

- 대량의 자본이 자발적으로
유입에 따라 경관이 더욱
압축되고 자본의 이익 추구
성향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가
건설되면서 경관조망 손상.
- 산림공원 경관 표현의 빈곤이

- 기존 국가공간관 정책의 해체
사회 논리

및 재구성, 경계제한을 허물고
자금 및 정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성공적으로 모색

- 자발적인 산림관광 개발
- 기존 국가 공간 관리 정책의
해체 및 재구성 필요

심화
- 국가에 대한 사회의 저항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 소유의
산림 농장을 위해 지역화 된
공간 정책의 시행 대두

자료: Luo and Ba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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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발전단계 구분
한∙중∙일 3국의 발전단계 구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확한
구분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시점
이나 예산규모 등에 따라 발전단계를 구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법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경우, 관련 예산이나 조직이 보강되어 더욱 적극
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발전단계에 따라 정책태동기, 정책형성기,
정책발전기, 정책확충기의 4단계로 조작화 하였다. 2차세계대전 이후 각
국에 산림중앙부처가 설립된 이후부터 산림휴양정책이 산림정책에 본격
적으로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정책태동기로 보았으며, 이를 토대
로 산림휴양정책이 법∙제도적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부터를 정책형
성기, 이어서 산림휴양의 법적 위치가 명확화 된 시점부터의 시기를 정
책발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정책방향이 전환되거나 확충되는
법∙제도적 조치가 등장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정책확충기로 설
정하였다.
정책태동기의 경우 일본은 임야청이 설립된 1949년부터, 한국은 산림
청이 설립된 1967년부터, 중국은 임업부가 설립된 1954년부터를 기준시
점으로 보았다. 단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1978년부터 국가체
제가 전반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태동기를 1978년 이후의 시기부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책형성기는 산림휴양정책이 임정에 있어 법∙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을 시작으로 보았다. 일본은 1968년 자연휴양림
제도 도입을, 한국은 1990년 산림법 개정을 통한 자연휴양림 조성기준
마련 시점을, 중국은 1992년 국가산림공원결정의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
로 하였다.
정책발전기는 산림휴양의 법적 위치가 명확화 된 시기로, 구체적인
법이 제정되거나 관련계획이 공표된 시기로 설정하였다. 일본은 1989년
산림보건기능증진법 제정 시점을, 한국은 2005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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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시점을, 중국은 2011년 전국산림관광발전규획 발표시점을 기준
으로 하였다.
정책확충기는 기존의 산림휴양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거나 확장된 시점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본은 2005년 레크레이션 숲 새로고침 요령이 발
표된 시점을, 한국은 2015년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시점을 선
정하였으며, 중국은 정책발전기가 계속 된다고 보았다(표 73).

[표 73] 본 연구의 발전단계 구분기준
구분

일본

한국

중국
1954-1977

정책태동기

1949-1967

1967-1989

정책형성기

1968-1988

1990-2004

1992-2010

(휴양공간

(1968 자연휴양림 제도

(1990 자연휴양림 법적

(1992 국가산림공원 결정

법/제도 등장)

도입)

조성기준 마련)

발표)

1989-2004

2005-2014

(1989 산림보건기능증진법

(200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제정)

법률 제정)

2005-2018

2015-2018

(2005 레크레이션 숲

(2015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새로고침 요령)

법률 제정)

정책발전기
(산림휴양의
법적위치
명확화)
정책확충기
(질적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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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1991

2011-2018
(2011 산림관광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
전국산림관광발전규획발표)
-

제 2 절 발전단계별 비교분석
1. 정책태동기 비교분석
한중일 3국은 전후 자본주의 발달과정을 거치며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정책태동기는 각국의 경제가 회복되며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관련 여가정책의 도
입과 함께 산림휴양정책이 점차 태동하기 시작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특히 이 시기는 세 국가 모두 전후 산림복원을 위해 산림법과 산림중
앙부처가 모든 역량을 이에 집중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산림복원의 구체
적인 목적은 조금 달랐으나(일본과 중국은 목재생산 중심, 한국은 황폐
화된 산림복원 중심),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산림법 제정
및 개정, 조림계획 수립)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 시
기는 산림휴양정책에 있어서도 ‘휴양공간조성’이라는 정책적 유사성이
나타난다. 국민의 수요가 많은 장소 및 활동에 따라 관련 정책이 서서히
도입되고, 이는 본격적인 산림휴양정책 형성에 앞서 중요한 기반이 되었
다.
그러나 외생적 요인에서, 환경적 요인은 한국과 중국이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앞선 행보를 보인다. 가장 빠르게 정책이 태동하기 시작한 일
본과의 시차가 약 1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환경보전
에 관한 의식과 관련 정책 도입의 경우 선진국의 사례를 이미 파악하고
빠르게 각 국에 도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한중일 환경정책 비교연구에서 환경정책도입의 시기가 선진국에서 개발
도상국으로 갈수록 더 빨리 이루어지며, 발전단계의 시차도 점차 줄어듬
을 밝혀낸 바 있다(Harashima & Morita, 1998).
한편, 산림휴양정책의 도입에 있어서도 일본과 한국이 국민들의 휴양
수요에 부응하여 국유림을 대상으로 체험 및 활동을 위한 국설스키장 도
입과 자연휴양림 조성을 시작한 것에 반해, 중국은 국가산림공원이라는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경관감상이라는 관광자원 개발에 더 초점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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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중국의 산림공원 개발은 일본과 한국의 산림휴양시설 도입이
국민의 휴양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과 달리, 입장료를 징수
하여 외화획득이라는 국가의 관광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 개혁개방 이후 시장화 전환단계에서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외화
획득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고, 이에 산림공원이라는 관광자원을 브랜드
화 하여 입국관광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표 74).

[표 74] 정책태동기 한중일 산림휴양정책 비교분석
구분

경제적
외생적

구조적

사회적
환경적

일본

한국

중국

(1949-1967)

(1967-1989)

(1978-1991)

전후회복기

고도경제성장기

소득수준 증가

소득수준 증가

여가수요 증가

여가수요 증가

산림법

행위자 산림중앙부처
정책변동

산림휴양정책

여가수요 증가
관광개발확대-외화획득

공해문제 발생

자연환경보전

자연환경보전

법제도적기반강화

법제도적기반강화

(산림계획,임지개발)
임업기본법 제정

내생적

소득수준 증가

-환경인식 증가
산림법 개정

제도적

개혁개방이후
고도경제성장기 진입,

국유림생산능력증강계획
국유림목재증산계획

산림법 제정
산림법 개정(공익기능+)
치산녹화계획

산림법 제정
임업발전규획
: 목재생산 중심

국설스키장

공익기능 증대 명시

국가산림공원 지정

피난오두막

자연휴양림 조성시작

풍경명승구 관광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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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형성기 비교분석
정책형성기는 경제가 안정성장기에 접어들며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여가수요가 점차 확대되며 산림휴양수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제도
적 뒷받침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은 자연휴양림 제도의 도입
(1968년)을 통해, 한국 역시 자연휴양림 조성기준 마련(1990년)을 통해,
중국은 산림공원 지정에 관한 결정(1992년)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서 3국이 공통적인 양상을 보
인다. 경제가 안정됨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휴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국가는 여가시간 확대를 위한 주5일제를 도입한다. 중국은 이
시기 황금연휴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소비진작을 통한 국내경기부양
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또한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관
련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고, 국제환경조약 가입 등이 활발히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의 변화는 산림법 개정을 통해 공익
기능의 중요성이 명시되고 국가의 산림기본계획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정책형성기의 일본의 산림휴양 정책은 국유림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다 사유림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이후 민간자본을 받아들여
대규모의 관광∙휴양지구 건설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처럼 3섹터를 활용
한 산림휴양시설의 조성은, 사용료를 적극 징수하여 당시 목재가격의 침
체, 생산량 저하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임정에 있어 주요한
수입원이 되어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임업소득의 다각적 모색은 중국
에서도 나타나는데, 중국의 산림공원 및 풍경명승구, 자연보호구 등은 입
장료를 징수하여 당시 빈곤에 빠져있던 임업노동자와 임가에 자연을 헤
치지 않으면서 임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각광
받았다.
한국에서는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입장료 징수가 이루어
지나, 1995년 폐지되었다가 1996년 다시 재개하기에 이른다. 입장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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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입을 통해 적절한 인력보강, 시설관리 등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일본에서도 1986년 레크레이션 숲 정비사업
개시를 통해 자연휴양림 이용자들에게 산림 및 이용시설의 정비, 환경미
화에 대한 협력을 요구(산림환경정비협력금)하였고, 관리를 위한 비용으
로 사용되어졌다.
이 시기는 임간학교, 학교숲 등 산림교육에 관한 움직임도 움트기 시
작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임간학교 설치 등을 통해
산림을 교육의 장소로서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중국에서는 생태문명
건설이 주요 국가이념으로 부상함에 따라 산림공원을 생태도덕교육의 장
으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표 75).

[표 75] 정책형성기 한중일 산림휴양정책 비교분석
구분

경제적
외생적 구조적

사회적
환경적

제도적

산림법

일본

한국

중국

(1968-1988)

(1990-2004)

(1992-2010)

경제안정성장기

경제안정성장기, IMF

경제안정성장기

소득수준 증가

소득수준 증가

소득수준 증가

여행소비 증가

여행소비 증가

도시민 소비 증가

주5일제 실시

주5일제 실시

자연환경보전

환경보전정책 강화

환경보전정책 강화

법제도적기반강화

국제환경조약 가입

국제환경조약 가입

산림법

산림법 개정(공익기능+)

개정(임지개발허가제도, 산림기본법제정(국민삶의질 산림법개정(시장화+)
산림정비계획제도+)

내생적
행위자 산림중앙부처

향상+)

국유임야사업 역할과
경영방향(공익적 기능+)

(휴양림, 임간학교 설치)
4차산림기본계획

생활환경보전림정비사업
정비사업 실시(HGP)

9차)

3차산지자원화계획

국유림내 임간학교 마련
종합 산림레크레이션

임업발전규획(8차-

4차 산림기본계획

자연휴양림법적기준 마련

통합관리
산림휴양정책

3차 산지자원화계획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레크레이션 숲으로 대체,

정책변동

주5일제 실시
황금연휴제 도입

(산림휴양공간 확충,
산림문화 진흥, 산촌 다목적

192

종합개발)

대규모조림공정
국가산림공원결정
제도화
미성년을 위한
생태도덕교육의
실행의견
산림공원
생태문화건설 강화
방안

3. 정책발전기 비교분석
정책발전기는 ‘산림휴양’의 법적 위치가 명확히 부여된 시점으로, 일
본은 산림의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1989년)을, 한국은 산
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정(2005년)을, 중국은 전국산림관광발전규획
(2011년)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시기 일본의 경우 산림휴양정책의 방향이 구조적 환경에 따라 전
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앞서 정책형성기까지의 산림휴양정책 도입의 목
적이 국민들의 여가확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이었다면, 정책발전기에는
버블경제 후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며 내수소비진작을 위한 여가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지역진흥정책과 연계하여 농산어촌 체제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의 움직임이 보인다. 이
는 시정촌 주도의 산림시업계획제도를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산림법 개정
으로 이어졌으며, 산림임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산림이 지닌 다면적 기능
의 발휘에 대한 시책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한국은 기존의 산림법을 기능에 따라 분법화 하며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기점으로 산림휴양과 관련 정책이 더욱 활성화
되고 관련 조직이 확대되었으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출범, 2005년), 예
산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주5일 수
업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휴양 수요의 행태도 변화하게 되었
으며, 지방자치체 도입으로 지역발전형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
기도 하였다. 특히 지속가능 패러다임이 산림경영에도 도입되게 되었고,
5차산림기본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동향을 반영하여 산지의 체계적 활용
과 관리, 지속가능한 녹색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산림휴양정책이 추진
되었다. 이 시기에는 다양화∙다변화 된 국민들의 산림휴양 수요에 따라
숲길, 등산, 치유의숲 조성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산림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보다 체계적인 산림교육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안정성장기에 접어들며 여가수요도 보다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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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단계와 다른 점은, 생태문명건설이 국가의 주
요이념으로 등장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이에 산림자원
의 보전 등에 대한 국민인식이 더욱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정책발전기에
는 산림관광이 ‘산업화’관점에서 더욱 강조되게 되었고, 국가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도시화 등 건강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치유(산림양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관련 정책의 도입과 적극적 추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표 76).

[표 76] 정책발전기 한중일 산림휴양정책 비교분석
구분

경제적

일본

한국

중국

(1989-2004)

(2005-2014)

(2011-현재)

버블경제 후 경기침체
소비둔화

사회적

여가정책 및 휴가제도
개선

환경적

소득증가
여행소비 증가

내수소비진작을 위한
외생적 구조적

안정성장기

안정성장기
소득증가

주5일 수업제 도입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지역발전국내관광

샤오캉사회 달성목표

활성화

지속가능한 패러다임
도입

자연환경보전
법제도적기반강화

생태문명건설

지속가능 패러다임 도입

산림법개정
제도적

산림법

:시정촌주도

산림법 분법화

산림시업계획제도

산림기본법 제정

산림법 개정 추진

산림임업기본법 제정

내생적
행위자

산림중앙
부처

5차산림기본계획

임정전개방향 및
국유임야사업 발본적
개혁 도모

임업발전규획(10차-

:산지의체계적활용과

13차)

관리, 지속가능한

임업6대공정

녹색복지국가 실현

전면추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산림관광업발전에

법률 제정

관한 의견

숲길, 등산, 치유의숲

전국산림관광발전규

등 조성기준 마련

획(2011-2020

산림교육 진흥에 관한

산림체험과

법률 제정

산림양생발전에 관한

산림교육종합계획 마련

통지

산림의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학교숲 종합 정비사업
제도 등 산림교육 관심
정책변동

산림휴양정책

산림인스트럭터 제도
녹색어메니티 정비사업
농산어촌체제형여가활동
기반정비
산림종합이용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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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확충기 비교분석
정책확충기는 산림휴양정책에 있어 정책방향이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
로, 일본은 레크레이션 숲 새로고침 요령이 발표된 시점(2005년), 한국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2015년)이 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중국은 2011년 이후 방향 전환이 크게 이루어진 정책적 전환점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정책확충기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 시기 일본과 한국의 경제는 장기침체기에 접어 들어 가처분 소득
이 감소하는 등의 경제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행
수요는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
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행 경험률, 참가횟수 등 국내여행과 관련된
모든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이며, 수요증가의 주요 원인은 여가/
위락/휴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 2017). 일본의 경우에도 소비
지출의 감소속에서도 여행스타일의 다양화는 더욱 두드러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정훈 & 김소라, 2011). 특히 개인여행이나 테마
여행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자연관광이나 생태관광 등 체험을 위주로 하
는 새로운 스타일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점차
대두됨에 따라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역할이 대두되는 등 환
경정책 차원에서의 변화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구조적 환경의
유사한 변화는 산림법의 수정과 산림기본계획의 방향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시기 산림휴양정책은 두 국가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발
전되어 왔다. 일본은 기존의 양적성장에 치우쳤던 산림휴양 정책을 질적
성장으로 젼환하고자 하며, 이에 기존의 산림휴양시설 등의 정비를 통해
규모를 축소하고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산림휴양정책을 전개
해 나가고 있다. 또한 앞서 정책발전기에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국내 내
수진작을 위한 휴일제도 확대 및 국내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국민관광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서 나타난 사회
문제와 여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산림휴양을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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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패러다임으로 재개념화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산림휴양정
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에 2015년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
정되었으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출범(2016년) 등을 통해 관련 조직과
예산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표 77).

[표 77] 정책확충기 한중일 산림휴양정책 비교분석
일본

구분

경제적

한국

(2005-현재)

(2015-현재)

장기 경기침체

경제적 불황에도 삶의 질 향상을

내수진작 위한 휴일제도 확대 및

위한 여행수요 증가

국내관광 활성화 추진

양극화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외생적

구조적

사회적

개인소비저하, 여가/관광 지출 축소

주5일수업제 도입

지역, 경제, 사회생활 활성화

여가양극화

시키는 ‘국민관광운동’ 추진
환경적
제도적

산림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역할 대두

저탄소 녹색성장

산림법 개정 :

산림법 개정

산림시업계획->산림경영계획 변경

:산촌진흥권한 이양
지속가능한 산림복지 패러다임

내생적
행위자

산림중앙부처

산림임업기본계획

제시
한국형 산림복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 및 부처간 협업 강화

정책변동

산림휴양정책

휴양림 관리경영 및 갱신대책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레크레이션 숲 질적향상

산림복지종합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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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종합분석
한∙중∙일 3국은 전후 자본주의 발달과정을 거치며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가치
관이 변화함에 따라 여가관의 변화되고, 여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게
되었다. 산림은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서 각광받고 있
으며 이에 산림휴양정책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앞서 3국의 산림휴양정책 발달과정을 상호비교 분석한 결과, 경제가
가장 먼저 성장한 일본에서 소득증가와 함께 여가관의 변화가 처음 시작
되었고 이에 산림휴양정책도 함께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경제성장
시기에 따라 한국, 중국의 순으로 이어진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경제성장은 소득증가를 견인하고, 이에 여가관의 변화가
일어나며 국가의 여가확대 정책과 환경에 대한 의식의 증진 등 산림휴양
정책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이 산림법과 같은 관련제도와 산림중앙부처의
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산림휴양정책이 도입되고 추진
되는 것이다. 이는 한중일 3국에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매우 흡사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정리한 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표 78).
3국의 정책태동기는 경제성장과 소득증가, 여가욕구 증대, 환경의식
증가라는 유사한 구조적 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며, 전후 산림복원 및 목
재생산을 위한 확대조림이라는 유사한 제도적 맥락과 행위자의 움직임이
있었음이 나타났다. 이는 결국 복원된 산림에서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휴양장소를 제공하는 정책결과를 낳게 된다.
이후 정책형성기는 휴양과 관련한 인프라 도입의 법제도적 근거가 마
련되는 시기로서, 경제가 안정됨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휴양에 대한 관
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국가는 여가시간 확대를 위한 정책을 도입한다.
이와 같은 구조적 환경의 변화는 산림법 개정을 통해 공익기능의 중요성
을 강조하게 하고, 국가 산림기본계획의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 이 시기 환경정책의 도입은 일본에서 한국, 중국으로 갈수록 그
시차가 더욱 단축됨이 나타났다. 이는 정책모방 및 정책학습 등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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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후발국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정책을 도입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책발전기는 법∙제도적으로 산림휴양의 위치가 더욱 견고해진 시기
로서, 해당 법∙제도의 제정을 기점으로 관련 정책이 더욱 활성화 된 모
습을 보인다. 특히 이 시기에는 기존의 산림휴양정책이 자연휴양림, 산림
공원 등 공간의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산림인스트럭터 양성,
산림교육 및 치유공간 조성, 녹색 어메니티 정비 등 보다 다양화 된 수
요에 맞게 관련 정책이 마련되고 있음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확충기는 산림휴양정책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
로서 장기침체와 여행소비 축소,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중요성 대두와
같은 구조적 환경은 유사하지만 대응방안에 있어서는 다른 양상을 나타
나게 된다. 일본이 기존의 양적성장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규모를 축소
하고 서비스 퀄리티를 개선하는 등 질적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에 반
해, 한국은 여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휴양을 ‘산림복지’
패러다임으로 재접근하여 복지서비스 제공관점에서 산림휴양정책을 확충
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3국의 산림휴양정책 발전과정이 매우 유사하지만 국가의 외생
적∙내생적 요인에 따라 차이점을 배태하며 흘러가고 있음을 미루어 보았
을 때 후발국가의 정책발전 양상을 미루어 볼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이
경제안정과 이어 따라오는 경기침체에 따라 휴양소비의 양극화가 이루어
지고 이에 질적전환과 복지관점으로 휴양정책을 발전시켜나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후발국가인 중국의 정책방향도 이와 비슷하게 흘러감을 예측
해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일본과 같이 양적확대에 집중했던 기존
의 산림휴양시설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3
국간의 상호 협력에 있어, 이와 같이 각 국가가 처한 상황을 이해를 바
탕으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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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한중일 정책발전과정 단계별 비교
일본

1950년대

한국

중국

정책태동기(1949-1967)
-고도경제성장
-여가욕구증대
-환경의식 증가
-보안림제도 개편
-국가차원의 확대조림
-부분적휴양인프라도입
: 국설스키장 등

1960년대

1970년대

정책형성기(1968-1988)

정책태동기(1967-1989)

-안정성장기 진입

-경제발전 및 소득증대

-여가의법제도화

-여가에대한 관심발아

-생활공간개선

-환경의식 증가

-구체적 산림휴양정책 등장

-국가차원의 치산녹화

:자연휴양림,청소년의숲,

-산림휴양 이념 등장

휴양시설정비사업

:2차기본계획

-지역사업과연계

:휴양림조성시작(‘88)

정책태동기(1978-1991)

:산촌진흥모델사업 등
-개혁개방:경제성장시작
-소득증대:여가관변화

1980년대

-장가계국가산림공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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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전기(1989-2004)

1990년대

-버블 및 장기불황시작

정책형성기(1990-2004)

-주40시간근무제도입
:내수소비 진작을 위한

-경제적안정

여가/관광 활성화 정책

-여가시간확대 및 대중화

-지속가능패러다임도입

-지속가능패러다임도입

-산림의다면적기능 중시

-산림휴양정책 등장

산림보건휴양기능 강화

:자연휴양림도입,도시숲확대

정책형성기(1992-2010)
-고도경제성장
-주5일제(’95)실시,

-산림교육제도 강화

-황금연휴실시(’99)
-국가주도산림녹화
-국내관광활성화
-산림공원건설정책시작

2000년대
정책발전기(2005-2014)
정책확충기(2005-2018)

-경제적안정
-주5일제 정착

-경기회복기

-건강∙자연추구형 여가 증가

-여가의질적전환

-산림법분법화:산림휴양법제정

:여가의기호화(체제형,

-산림휴양법,산림교육법 등

건강지형향, 자연체험형)
2010년대

: 분야별세부추진계획 수립

정책발전기(2011-2018)

-기후변화 산림역할증대
-휴양정책질적전환,

-안정적경제성장

산림치유 활성화

-여가수요다양화
정책확충기(2015-2018)
-산림복지 개념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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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여행시장확대
-산림관광발전규획공포

제 6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함의
한∙중∙일 3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국민소
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증가에 따라 여가수요도 점차
증가하여 왔으며 관련정책도 더욱 확대되어 왔다. 이는 과거 노동중심적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여가중심적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림은 자연과 접하는 기회제공을 통해 정서를 함
양하고 생태보전에 관한 교육의 장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최적의 휴양 및 여가의 장소로 각
광받고 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전후 국가주도의 조림정책에 따라 성
공적인 산림복원을 이루었으며 이에 국민들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복원된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 중에서도 오염되
지 않은 자연에서 여가시간을 즐기고자 하는 산림휴양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3국의 산림중앙부처는 국민들의 높아진 산
림휴양 기능과 수요에 부응하고자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왔다. 최근에는 산림휴양정책의 추진에 있어 서로
가 가진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3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2014년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가 시작된 이
래, 산림휴양은 매회 회의에서 주요의제로 논의되어 왔으며 한∙일은 산
림교육분야 협력합의를, 한∙중 양국은 2015년 3월 산림휴양∙복지업무협약
을 체결하는 등 협력의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산림휴양정책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가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여
향후 전개방향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국가별 산림휴양정책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현 시점의 산림휴양실태를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상호비교를 통해 향후 정책전개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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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3국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을 고려하였을 때, 개별국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책도입이나 모방은 정책실패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산림휴양정책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역사
적 제도주의 관점에 따라 외생적 요인(구조적 환경)과 내생적 요인(제도
적 맥락, 행위자)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요인들이 정책변동에 미치
는 영향 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적 접근을 통
해 국가 개별사례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유사한 국가 간의 정책 차이
와 국가 내에서 정책이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있
어 본 연구에 적합한 이론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각 국가의 산림휴양정
책의 발전정도에 따라 발전단계를 구분하여 발전단계별 특징을 살펴보고,
국가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여 왜 정책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각 국가의 산림휴양정책은 외생적 요인(구조적 환경)의 변
화가 내생적 요인(제도적 맥락, 행위자)에 변화기회 혹은 변화제약의 계
기를 제공하여 정책변동을 일으킨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 여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관련 정책의 확
대,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증가 등은 산림법과 산림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산림휴양정책의
형성과 대체, 층화 등 점진적 정책변동을 일으킴을 알 수 있었다.
둘째, 3국의 산림휴양정책 발달과정을 상호비교 분석한 결과, 경제가
가장 먼저 성장한 일본에서 소득증가와 함께 여가관의 변화가 처음 시작
되었고 이에 산림휴양정책도 함께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경제성장
시기에 따라 한국, 중국의 순으로 시차는 존재하나 비슷한 양상으로 발
전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3국의 산림휴양정책 발전과
정이 매우 유사하지만 국가의 외생적∙내생적 요인에 따라 차이점을 배태
하며 흘러가고 있음을 미루어 보았을 때 후발국가의 정책발전 양상을 미
202

리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3국간의 상호 협력에 있어, 서로의 이
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중 양국은 2015년 3월 체결된 산림휴양·복지분
야 MOU를 시작으로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은 한중산림
협력회의에서 한국의 선진 산림휴양·복지 정책 노하우 전수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산림휴양·복지 모델을
수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게 있어 중국은 산림휴양·복지 모델 수출을 통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증가하는 중국 내 산림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내 산림복지
전문가 파견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설 건립 및 프로그램 운영 노
하우 전수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력을
통해 국내 선진 산림복지 정책을 홍보하고, 다양한 인적자원 교류가 가
능할 것이며 이는 국내 산림휴양복지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 이는 향후 산림황폐화로 고통받고 있는 아시
아의 다른 국가에도 귀감이 될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협력은 아시아
산림공동체로 향해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중∙일 3국의 산림휴양정책 발
전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집중 분석함으로써
산림휴양정책연구의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있어 학술적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간 상호비교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
을 도출하여 향후 상호 협력에 있어 실질적인 방안의 도출 등의 시사점
을 제공하였다는 데 정책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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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본 연구의 한계 및 과제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산림휴양정책을 분석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산림휴양정책발전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외생적 요인(구
조적 환경)과 내생적 요인(제도적 맥락, 행위자)를 선정하여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구조적 환경, 제도적 맥락, 행위자요
인의 독립-매개 변수의 위치가 명확하지는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행
위자 요인이 산림중앙부처 하나로만 설정되어 있어, 정책이 형성되고 변
동되는 과정에 있어 행위자(찬성, 반대 등)간의 상호작용이 결여되어 보
다 역동적인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기적 범위의 조작화에 따라 분석내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
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시간적 범위와 시기적 구분을 최
대한 통제하여 새로운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3국의 상호비교를 통해 일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
나, 향후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협력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선호도와 필요도 등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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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Development Process of
Forest Recreation Policy in Korea, China and Japan
GAYOUNG CHOI
Major in Forest Environmental Sciences
Department of Forest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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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aradigm of forest management is shifting from economic function
oriented (wood production) to a more integrated management concept which
emphasizes on environmental and societal function simultaneously, encompassing
biodiversity conservation, resting area provision and more. The notably increased
interests towards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life nowadays has subsequently led
to the increase in expectations and demands of public functions of forests. Among
those, demands of forest recreation, to enjoy the leisure time in forests, is expanding
explosively.
The northeast asian regions faced a rapid forest degradation due to illegal logging
coupled with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World War II. Korea, China, and Japan
however, have successfully achieved economic growth and reforestation through
government-led reforestation initiatives. The demands of utilizing forest as a place
for recreation and leisure is steadily increasing in all of the three countries based on
higher income level and longer recreation time, thanks to their relatively faster
economic growth in comparison to other asian countries.
Comprehending forest recreation policy development process of each country not
only enables a reality check of the current forest recreation status, but also prov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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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pportunity to ponder deeply on future policy direc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is is of paramount importance for Korea, China, and Japan, considering
that their cooperation in forestry sector will only going to become more active in
time. Afterall, imprudent policy implementation without consideration of each
country’s conditions would result in policy failures.
In order to understand a country’s forest recreation policy development process,
this study has performed an integrated analysis on external factor (structural
environment) and internal factors (institutional context, stakeholder) in accordance
with historical institutionalism, so as to reveal effects of each factor on the changes
of policie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as selected as a proper theory for this study
as it enables case analysis of individual countries through historical approach,
explains how a same policy results in different outcomes in countries with similar
conditions and how a policy is continued in a country. In addition, this study has
segmented developmental phases depending on each country’s forest recreation
policy development level and observ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hase, while also
attempting to explain the varied results of policies among the countries by analyz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moved on to providing
useful suggestions for cooperation measures between the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hanges in each country’s forest
recreational policy takes place by an external factor (structural environment)
providing internal factors (institutional context, stakeholder) opportunities to change
or not. Factors such as rise of income stemming from economic development,
expansion of leisure∙recreation support policies due to changes in perception of
leisure and awreness raising of environment conservation, altogether influence the
direction of the forest law and national forest plan, resulting in gradual policy
changes such as formation, displacement, and layering of forest recreation policy.
Second, a comparison analysis of the three countries has revealed that Japan, with
its relatively earlier economic growth in comparison to Korea and China, has
witnessed changes in perception of leisure and increased income level, followed by
the expansion in forest recreation policies. This provides that economic growth leads
to rise of income level, changes in people’s perception of leisure strengthens national
leisure policy, and also that environmental awareness promotion sets the dir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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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law and related policy along with the central forestry agency’s basic plan,
eventually resulting into a more detailed forest recreation policy. Such propensity
was apparent in a highly similar fash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with certain
amount of time gaps in between. With differentiated economic growth levels, the
chronological order was Japan, Korea and then China.
Since the three countries’ forest recreation policies project rather similar
developmental processes albeit minute differences in external∙internal factors, it is
possible to forecast the late-starter’s policy development conditions based on the
forerunner’s case. In fact, by observing the recreation policy of Japan and Korea
switching into quality improvement and welfare-viewpoint as the polarization of
recreational spendings takes place due to economic recessions, one could predict that
the direction of Chinese forest recreation policy would be headed towards a similar
path.
Nowadays with the cooperation in forest recreation sector between the three
countries becoming increasingly active, it would be necessary for Korea to learn
from the case of Japan and to propel policies strategically by predicting China’s
policy direction. Korea has immense implications to take away from Japan’s
focusing on quality improvement of the existing forest recreational facilities, active
promotion of mountain village policy due to decrease and aging population of
mountain village, and active progression of tourism resources for boosting domestic
demand, as these are all similar future scenarios rapidly approaching Korea as well.
Moreover, Korea-China cooperation has seen increased level of proactiveness
starting from the ‘Bilateral MOU on Forest Welfare Between China and Korea’ in
March of 2015. With China hoping for the transfer of Korea’s advanced forest
recreation∙welfare policy know-how, Korea is in a dire need of more strategic
mindset as this could be an opportunity to create jobs through dispatching forest
welfare expert and to create socio-economic profits through transfer of know-hows
on facility construction and program operation. Such cases would also provide an
epitome to those that seek economic growth through forest recreation based on forest
restor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holds an academic significance not only in its attempt
towards a theoretical expansion of forest recreation policy studies through fo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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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application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ramework on forest recreation
policy development processes of Korea, China and Japan for the first time, but also
in providing policy-related implications such as realistic mutual cooperation
measures among the thre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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