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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과거 우리나라 산림은 대단히 헐벗은 상태였지만 1970년대부터 정부의 강력

한 산림녹화 정책 덕분에 모범적인 녹화 성공 국가가 될 수 있었다. 정부는 농

산촌 지역의 에너지를 화석연료로 바꾸고 입산통제와 같은 강력한 산림보호정

책을 추진하였다. 덕분에 우리나라 산림은 푸르름을 되찾았지만 사람과 산림의 

관계는 크게 멀어지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위해 사람과 산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산림 관리에 참여하는 형태의 산림 관리

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지역기반 산림 관리가 확산

되고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발견된다. 숲 가까이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얻지 못하면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과 생

물다양성을 유지·증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도시민들도 산림의 중

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산림 작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송계(松契) 또는 산림계(山林契)의 형태로 지역사회가 산림 관

리에 참여했던 전통이 있다.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이러한 전통이 쇠퇴하게 되

었지만 사람과 산림의 관계가 멀어진 오늘날 이러한 전통의 복원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연구 자료는 일본, 부탄, 네팔, 필리핀, 스웨덴의 지역기반 산림 관리의 정

책과 사례들을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원고 작성에 애써준 해외 지역임업 전

문가들에게 감사드린다. 모쪼록 이 연구 자료가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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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보고서는 외국의 지역임업 또는 지역기반 산림 관리 사례와 정책을 정리

한 것으로 일본, 부탄, 네팔, 필리핀, 스웨덴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산림예산의 부족과 임업경영의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참

여형 산림 관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산림 관리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

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부에서 사업을 공모하고 시민들이 사업추진

계획을 직접 제안하여 채택된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단체 활동을 실행하는 방

식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참여형 산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자

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는 산림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산림

소유자를 연결하여 숲가꾸기를 하면서 주민들의 산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 한다. 이러한 활동은 지자체 또는 (사)국토녹화추진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부탄에서 지역임업은 전통적으로 산림을 이용하여 왔고 산림 관리 의무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관리의 책임과 권리를 이전하여 산

림전용 억제와 빈곤 감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임업을 수행

하는 산촌사회는 산림에서 목재와 임산물, 산림환경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임산물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정부는 ‘국가 지역임업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역림 

단체는 500여 개 이상 존재하며 산림의 5%가량을 지역임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네팔은 국가의 산림 관리 권한을 지역주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법에 포함

한 최초의 국가이다. 중앙집권적 산림 관리의 실패를 인식하면서 산림 관리의 

권한을 지역주민에게 이양하는 지역임업을 실행하고 있다. 현재 네팔은 약 

30%의 산림을 지역림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림 이용자단체를 

구성하여 지역림을 경영할 수 있는데 여성과 소수민족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

다. 네팔의 지역임업은 당초 산림보전과 지역주민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는

데 지금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환경서비스 지불제 참여로 옮겨가고 있다. 지

역임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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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고 있다.  

필리핀의 지역기반 산림 관리는 산림 근처의 지역주민에게 산림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하여 이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생

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으로서 지역기반 산림 관리를 채택한 이후 필

리핀의 산림면적은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CBFM 잠재지역을 파악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도움을 기초로 참여

적 주민조직은 지역 산림 관리의 기본계획과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지역

사회가 자신과 사회를 위해 산림을 성장시키고 보호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고 믿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지역림 관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1세기 전에 일

부 임지를 공유자원으로 지정하였다. 현재 스웨덴 임업은 현대적이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스웨덴의 공유림은 주주총회에서 경영하며 총회는 이사회를 선출

하고 전문 임업인을 두어야 한다. 스웨덴 공유림은 놀랄 만한 실행가능성을 보

여주었다. 즉, 합의된 제도적 틀이 법규, 공동 토지소유권과 사유재산권의 공

존, 즉 다원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현대 산업사회에 적응하였다. 또한 지역

사회가 관리하는 산림이 산주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사적재와 공공재

를 생산하면서 거래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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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많은 나라에서 산림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관리는 정부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

람들의 활동을 산림 훼손의 원인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산림 관

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협조를 구하

지 않고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는 산림 관리 형태를 지역임업

(Community Forestry) 또는 지역기반 산림 관리(Community Based Forest 

Management)라 한다.  

지역기반 산림 관리는 개도국과 선진국에서 다르게 발전하여 왔다. 지역과 

국가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도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산림에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을 접근하지 못하도

록 하는 방식으로는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개도국에서는 산

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면서 산림보호와 관리에 대한 책임

도 부여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이나 산림휴양과 교육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뿐

만 아니라 산촌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임업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지역기반 산림 관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이다. 지역기반 산림 관리는 산림 관리의 계획, 연구, 정책결정 과정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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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자

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목표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의 다양한 목표와 가치를 조화하여 실현함으로써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지역기반 산림 관리는 외국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산림 관리 체계이다. 우

리나라는 아직 지역기반 산림 관리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

례와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외국의 지역기반 산림 관리 적용과 

관련한 사례와 정책을 수집하였다. 이 연구 자료는 그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은 일본의 지역 산림 관

리체계이다. 일본은 지자체에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부분은 일본 도쿄대 박사후연구원 권수현 박사가 작성하였다. 제3장은 부탄

의 지역임업이다. 연구진이 현지 출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면담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작성하였다. 제4장은 네팔의 지역임업이다. 네팔은 지역임업의 성공적 

적용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부분은 네팔 Asia Network for Sustainable

Agriculture and Bioscience의 Mr. Shambhu Charmakar 등이 작성하였다. 제5장

은 필리핀의 지역기반 산림 관리이다. 이 부분은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Los Banos의 Leni D. Camacho 교수가 작성하였다. 제6장은 스웨덴의 지역기

반 산림 관리이다. 스웨덴은 공유림(共有林) 제도를 유지하면서 높은 임업경쟁

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분은 스웨덴 Luleå University of 

Technology의 Lars Carlsson 교수가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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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일본의 지역 산림 관리체계1

1. 산림의 역할 변화

전후(戰後) 일본의 산림정책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산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였다. 전국에서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산림복원에 노력하였다. 한편, 

1960년 고도 경제성장기에 주택 건설 붐이 일어나며 목재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급량에는 한계가 있어 늘어나는 목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목재 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은 첫째, 외국산 

목재의 수입이다. 1960년 이후 목재 수입을 자유화하고 수입항만을 정비하였

다. 둘째, 국산재 공급의 확대이다. 정부 정책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국유림에

서 목재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실시되었다. 민유림에서도 적

극적으로 천연림을 벌채하고, 삼나무, 편백나무, 낙엽송 등을 식재하는 확대조

림을 실시하였다. 국유림에서도 임지 생산력 증강 계획의 일환으로 확대조림을 

 1 권수현 박사(도쿄대 박사후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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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으나 결국 부적합한 조림지 확대라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지금까지는 산림 소유자가 조림을 하고 산림을 관리하는 것으로 산림자원을 

육성해 왔다. 하지만 목재가격의 하락, 산림소유자의 고령화 등으로 경영의욕 

저하, 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산림 관리가 소홀해지고 있다.

현재 일본은 1960~7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한 조림사업으로 조성된 많은 인

공림이 간벌기 또는 주벌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간벌에 대한 보조금이 있지만 

여전히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국적으로 간벌이 지체된 산림이 많

이 존재하게 되었다. 간벌시기가 늦어진 삼나무와 편백나무 인공림에서는 임내

에 빛이 거의 도달하지 않아 하층식생이 사라져 토양이 침식되고 생물다양성

도 저하된다. 또, 벌채를 하더라도 재조림하지 않고 방치하는 임지가 크게 늘어

나고 있다. 이처럼 산림자원이 쇠퇴하고 수입 목재가 늘어나면서 일본 임업의 

국산재 공급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 

근래에는 산림의 다면적 기능이 중시되면서 국유림을 시작으로 공적인 산림

경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재정 악화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산림에 투자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산림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대

가 다양해졌다. 1970년대부터 자연환경 보전이나 휴양 등 목재생산 이외의 기

능에 관심이 높아졌고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교토의정서에서 일본은 온실가스 6% 삭감을 약

속했는데 그중 3.8%를 산림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하였다. 때문에 각 산림시업

에 따른 흡수량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배출권 거래를 통하여 산림 관리 비용을 

취득하려는 움직임도 산촌 지자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 산림의 홍수 

방지 기능에 대한 기대가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다. 하천 생태계의 보전과 재생

을 위하여 댐 건설 반대, 댐 철거 등의 움직임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산

림을 정비하여 댐 건설을 멈추게 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지자체에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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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정책과 산림 관리체계

2.1. 산림경영과 정책의 전환

  과거 목재생산 중심이었던 산림경영이 다면적 기능을 중시하는 경영으로 전

환하였고, 국공유림과 민유림에서도 다면적 기능을 중시하는 정책을 따르게 되

었다. 국유림은 ｢물과 토양의 보전림｣, ｢산림과 인간의 공생림｣, ｢자원의 순환 

이용림｣으로 나누어 관리하게 되었다. 그중 ｢물과 토양의 보전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70%를 차지하고, 목재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원의 순환 이용림｣은 

20%만이 지정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3년 산림법 개정과 함께 일반 민유림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여,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민유림을 ｢물과 토양의 보전림｣, ｢산림과 

인간의 공생림｣, ｢자원의 순환 이용림｣으로 나누어 산림 관리 마스터플랜을 작

성하였다.

2.2.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 의한 산림 관리

  정부의 예산 축소로 인하여 국유림 관리 예산도 재검토하게 되었다. 관리 인

력과 예산 축소 등 행정개혁 속에서 국유림의 적절한 관리체제를 어떻게 확립

할 것인가는 큰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러 주체들이 산림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

다. 과거에는 산림 관리나 관련 정책에 대해 몇몇 산림행정 관계자나 임업관계

자들이 결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반 시민을 포함한 여러 주체들이 함께 참여

하는 산림 관리 움직임이 생겨나게 되었다.

  일반 시민의 산림 관리는 산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전개되었다. 임야청은 

산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에 대응하여 국유림에서 산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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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목 에 
의한 구분

활동의 개요 활동 내용

만남의 숲
자주 인 재배, 보육, 보호 등의 

산림 리 활동

산림작업체험, 산림정비, 삼림욕, 

자연 찰회, 산림교실 등

사회공헌의 숲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등을 

목 으로 하는 산림 리 활동

기업의 CSR활동 등을 목 으로 

삼림 정비를 스스로 는 사업자

에게 탁

나무의 문화를 

지키는 숲

지역의 통문화 등을 후세에 

계승하기 한 산림 리 활동
특정 수종의 보 과 육성

놀이의 숲
산림환경교육 추진을 목 으로 한 

산림교실과 체험활동 실시

산림환경교육을 심으로 산림에

서 놀기, 산림학습, 임업체험

다양한 

활동의 숲

산림보 을 목 으로 산림순찰, 

미화 활동을 실시

트 일 보 활동, 보도의 잡 제

거, 미화 활동

모델 

로젝트의 숲

각각의 지역이나 산림의 특색을 

살려 산림 리의 실시를 

목 으로 하는 산림정비와 

보 활동

산림재생, 생물다양성의 복원 등

을 목표로 한 모니터링, 조사 연

구 활동과 산림정비, 보

자료: 임야청 홈페이지(http://www.rinya.maff.go.jp).

표 2-1.  정체결에 의한 국민참여 산림 리의 구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또, 산림 관리의 활동 내용을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산림정비와 보전 활동에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정체결에 의한 국민참여 산림 관리｣ 제도를 추진하였다<표 2-1>.

  이러한 주민참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행정도 활동을 지원하거나 시민들과 

연계하여 산림 관리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하여 ｢협동에 의한 산림 관

리2｣를 위한 기반이 확립되었다. 나아가, 시민들은 산림 관리나 활동대상 지역

 2 협동에 의한 산림 관리란, 연구자나 행정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시민이나 NPO 등의 

다양한 주체가, 실제로 산림 관리 방침의 결정, 실행, 평가에 참가할 수 있는 협동 시

스템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워크숍 등을 열어, 어떤 다면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관리기술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지역주민, NPO, 행정기관 연구자가 협동을 통

하여 논의를 하고, 함께 산림 관리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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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성화에 관계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NPO, 연구자, 행정

관계자 등이 산림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산림 관리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계

획부터 시행방안과 같은 구체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림

을 시민의 공유재산으로 인식하고 모두 함께 관리해 나가자는 움직임이 전국

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3. 제안형 집약화 시업

2.3.1. 제안형 집약화 시업의 도입 배경

  국제적인 금융 위기의 영향 등으로 목재의 수입 물량의 감소, 국산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목재산업계에서는 국산재 이용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반면, 목재생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산촌지역은 과소화로 인하여 

산림자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수목의 고사와 토사 붕괴 등 

자연재해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임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도와 고성

능 임업기기를 활용한 효율적인 작업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일본의 사유

림 소유 규모로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효율적인 시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이 때문에 근처의 소유자와 함께 산림구역을 정리하여 임도를 정비하고 

산림시업을 일괄 실시하는 ｢시업의 집약화｣ 추진이 요구되었다. 

  임야청은 산림시업의 집약화를 추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서 시업 집약화에 필요한 구역을 설정하고 각 사업주체가 시업의 집약화나 도

로의 정비에 관한 집약화 실시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1년

에 전국 54만ha의 산림을 대상으로 3,367개 주체에 의한 집약화 실시계획이 수

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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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제안형 집약화 시업의 추진 과정

  시업의 집약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의뢰하기 전에 임업

사업체가 산림소유자에게 ｢시업 제안서｣를 제시하고 산림소유자의 시업 실시

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임업사업체가 복수의 산림소유자에게 도로망 정

비 등을 포함한 시업의 내용, 시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와 목재 판매액 등 사업

의 수지를 포함하는 ｢산림 시업제안서｣를 제시하여 산림소유자와 산림경영 수위

탁 계약을 체결하고　집약화하여　시업을　시행하는 방법을 ｢제안형 집약화 시

업3｣이라고 한다.

  제안형 집약화 시업의 추진 과정은 <그림 2-1>과 같다. 우선 각 지자체의 산

림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도면상에서 집약화 시업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후보지 

임반에 속한 산림소유자에게 시업계획에 대한 설명회와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

때 도로 개설, 간벌의 필요성, 목재의 가격, 활용 가능한 보조금 등 집약화 시업

의 내용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소유지의 경계확인과 임분 조사를 위하여 대상지를 방문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분 현황, 간벌 예정 규모, 작업도로의 노선설계, 작업방법, 수

입과 지출에 관한 견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소유

자에게 제안한다. 그리고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업을 실시하고 목재 

판매를 완료한 후에 산림소유자에게 보고하고 목재 판매액과 보조금을 정산

한다. 

  제안형 집약화 시업의 추진으로 작업 현장의 사업량이 증가하고, 작업의 기

계화와 작업로 설치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하여 목

재 생산의 비용절감과 로트의 확보가 기대된다. 또, 간벌재의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해지며,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된다. 

 3 ｢제안형 집약화 시업｣은 1997년 교토부의 히요시정(日吉町）산림조합이 산림소유자

에게 시업 제안서(산림카르테)를 제시하여 산림소유자에게서 시업 위탁을 받은 것이 

그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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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산성이 맞지 않거나 관리자금의 부족 등의 경제적 이유로 간벌을 실시하

지 못한 산림소유자는 이러한 제안형 시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임업사업체는 지속적인 목재 생산이 가능해지며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서 자립적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제안형 집약화 시업의 안내 팸플릿

그림 2-2.  제안형 집약화 시업의 제안서와 시업 후의 산림의 변화

그림 2-1.  제안형 집약화 시업의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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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제안형 집약화 시업 플래너 

제안형 집약화 시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 플래너이다. 지자체 산림정비계

획의 조닝에 근거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세우고 작업단지 단위의 산림시업의 내

용이나 사업 수지 등을 제시한 시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제시하

여 시업을 위탁받는다. 그 후, 현장기술자에게 작업 내용을 지시하고 실행과 관

리를 겸한다. 플래너는 건설업의 설계사 또는 영업담당과 같은 역할을 하며, 현

장대리인이나 목재 판매 업무도 겸하는 경우가 많다. 플래너는 산림의 조사, 시

업의 견적과 같은 기술자로의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산림소유자

와 현장기능자 등 다양한 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조정능력이 필

요하다.

  산림시업 플래너의 육성은 각 지방의 관련 행정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다. 또, 

플래너의 능력,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제안형 집약화 시업의 질을 확보

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산림시업 플래너 인정제도4｣가 실시되었다. 이 제도

는 민간단체인 산림시업 플래너협회가 운영하고, 플래너의 기술과 인지도의 향

상을 도모하여, 플래너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자격은 시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인 업무 독점 

자격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인정 플래너는 시업 제안서의 작성에서 구체적 계획의 실행까지 중심 역

할을 하고 있다.

  시업 플래너는 제안형 집약화 시업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러

한 플래너 이외에도 포레스터 매니저(총괄 현장관리 책임자), 포레스터(현장관

리 책임자) 등이 연계·협력하여 집약화 시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2-3>은 

그 관계와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

 4 임야청은 산림시업 플래너 연수 수료자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시업 플

래너를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1년에 검토를 거쳐 2012년부터 

인정제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2년에는 393명의 인정 플래너가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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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hinrin-planner.com/planner/index/>.

그림 2-3.  산림시업 래 , 포 스터와의 계와 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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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주민의 산림 관리 참여 사례

3.1. 시민제안형 산림 관리 사업: 요코하마시의 사례

3.1.1. 위치와 환경

  요코하마는 인구 약 370만 명, 면적 435km2, 도쿄 서쪽의 카나가와현에 위치

한 도시이다. 시민생활의 근접한 곳에 산과 바다 등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1970년대에 45%의 녹피율이 2000년대 

31%로 떨어지며 도시의 많은 산림과 녹지가 사라졌다<그림 2-4>. 

산림과 녹지의 대부분이 민유지이며, 토지 소유자는 세금과 유지 관리비의 

부담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는 산림과 녹지의 감소 경향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꾸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 

보전이나 산림 관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요코하마시는 2006년 ｢물과 녹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연 환경의 보전

과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요코하마 미

도리(녹색) 세금5｣을 재원의 일부로 활용한 중점 시책으로 ｢요코하마 미도리업

(緑アップ) 계획6｣을 추진하고 있다.

 5 시민세의 초과과세 형식으로 부담하고 있다. 개인은 시민세에 연간 900엔, 법인은 

시민세의 9%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이용처는 ｢요코하마 미도리업 계획｣에 한정되

어 있다. 

 6 ｢요코하마시 물과 초록의 기본 계획(2006~2025년도)｣과 ｢요코하마시 중기 계획

(2006~2010년도)｣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되었다(2014년 현재는 ｢

요코하마 미도리업 계획(2014~2018년)｣이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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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률: 약 50%) (피복률: 약 40%) (피복률: 약 31%)

자료: Google map(2009). 요코하마 미도리업 계획(신규・확충시책).

그림 2-4.  요코하마시의 산림 면  변화

3.1.2. 요코하마 미도리업 계획(신규‧확충 시책)

  ｢요코하마시 중기 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녹지의 

보존, 새로운 녹지의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 등의 활용‧검토를 실시하였다. 

이에 2007년 12월에 요코하마시 환경창조심의회에서 제언한 초록(미도리)의 

시책 중점사업에 대하여 신규‧확충 시책을 검토하였다. 시는 설문조사와 심포

지엄을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농지보전을 위한 농업지원시책을 검토한 

농정시책 검토회의 제언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요코하마 미도리업 계획(신

규‧확충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요코하마시의 녹지 총량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산림의 관리·보전｣, ｢농지 보전｣, ｢녹지 

조성｣을 기본 골자로 한다<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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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요코하마 미도리업 계획에 의한 사업 분야

3.1.3. 시민제안형 산림 관리사업

  미도리업 계획의 시민제안형 산림 관리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표 2-2>와 같

다. 이 중에서 ‘초록의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시민제안형 사업을 소개하기로 

한다. 

요코하마시는 ｢요코하마 미도리업 계획｣의 산림 관리·보전 시책의 일환으로 

희망단체로부터 활동 제안을 모집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 이전부터 관련 단체와 담당 공무원이 파트너십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주민과 교류하고 있었으나, 직접 제안형 사업의 실시는 2009년이 처음이

었다. 

  제안형 사업의 목표는 우수 제안을 지원하면서 시민 참여에 의한 산림의 관

리, 보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안형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요코하마

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이거나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요코하마에 사

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이다. 산림에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민의 숲, 만남



15

시책 사업명 사업내용

숲의 즐거움

만들기

‘경 의 숲’

‘생물의 숲’ 사업

시민의 숲 등에서 신록이나 단풍이 아름답고, 조류나 

곤충이 좋아하는 수종을 새롭게 식수

숲속 이 크

사업

[북쪽 숲], [남쪽 숲]과 같이 수림지 일부를 이 

크로 만들어 나무가꾸기 체험을 실시

숲속 수확물 체험

사업

나무 숲이나 농지가 있는 시민 숲에서 생산한 수

확물로 [숲속 스토랑] (이벤트) 등을 개최

사토야마 생활체험

사업

사토야마의 경 과 고민가를 활용한 생활· 습이나 

벌채·모내기를 즐기는 사토야마 생활 체험

‘건강한 숲’ 사업
시민의 숲에 건강투어나 워킹코스를 만들어 각종 단

체와 연계해 개최

요코하마 숲 자연‧

생물 정보 발신사업

시민의 숲 이용 진을 해 자연·생물정보를 담은 

팸 릿을 제작 제공

시민제안형

산림 리제

도

‘ 록의 꿈이 이루어

진다’ 사업

산림 리에 특화된 시민제안 제도로, 시민 동에 

의한 산림의 지속 인 리를 추진 

산림의 

자원순환 진

간벌재 자원순환 사

업

나뭇가지와 간벌재를 칩으로 만들어 재이용 진. 목

질바이오매스 활용, 간벌재 이용 제품개발· 매

간벌재 활용 공 품 

제작 사업

간벌재로 공 품 재료를 제작하고, 웰컴센터에서 공

품 제작 워크  등을 개최 

웰컴센터 

정비

산림 리 사자

활동 거  정비사업

산림 리 자원 사자,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창고나 간벌재 가공 건물을 정비

웰컴센터 정비사업

활동 거 의 기능을 지닌 웰컴센터를 설치하고, 시민

이 산림을 이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산림 자원

사활동에 시민 참가를 독려

산림교실 

개강
산림의 은혜 사업

산림 보 에 심을 가진 시민을 상으로 임 교실 

개최 

자료: <http://www.city.yokohama.lg.jp/kankyo/etc/jyorei/keikaku/midori-up/midori-up-plan/jigyo/jyur

inchi-rikatuyou/jyurinchi-rikatuyou.html>.

표 2-2.  제안형 산림 리 련 사업 

의 수림, 요코하마 자연 관찰림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가능한 사업 요건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시민을 대상으로 산림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업을 하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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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가 시내 전역에 환원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둘째, 사업을 

실시하는 장소와 관련하여 시설 관리자, 토지 소유자, 애호회 등 관계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셋째, 작업자의 안전을 배려한 활동이어야 한다. 단체는 사업제안

서, 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활동지 평면도와 현장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단체에는 300만 엔을 상한으로 사업에 필요한 경

비에서 보조 대상이 되는 경비의 전액을 지원한다. 보조 대상이 되는 경비는 

<표 2-3>과 같다.

항목 조성 상 경비

보상비 강연회, 환 회, 심포지엄 패  사례

수용비
소모품비

사무용품, 원재료 등 사업 실시에 필요한 소모품비

(8,000엔 미만의 도서 포함)

인쇄 제본비 포스터, 단지, 로그램, 팸 릿, 보고서 인쇄비

역무비

통신 운반비 자료 등의 우편비, 우표, 택배비 

고료 이벤트 개최의 신문, 잡지 등 고 경비

보험료 이벤트 개최에 필요한 상해보험료

탁료 문 인 조사 등 사업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탁비

사용료와 여료 사업 실시에 필요한 회의실, 토지, 차량, 기자재 등의 여비

비품 구입비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에서 1만5,000엔 이상인 물품

(비품 장을 작성하고, 5년 이상 리 보존) 

표 2-3.  산림 리사업에서 보조 상이 되는 경비

  제안서를 제출하면 연구자, 담당 공무원, 단체 회원 등이 참가하여 사업제안

서에 대하여 면접하며, 사업 제안서의 공익성, 실현가능성, 파급성, 창의성, 비

용대비 효과 등을 면 히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가 사업의 수정과 보완을 조언할 수 있으며, 단체와 논의하여 사업내용을 수정

하거나 보완한다. 선정 후 1년간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의 평가와 결과 보고를 

한다<그림 2-6>.

  2009년부터 2013년에 걸쳐 19개 사업이 실시되었다<표 2-4>. 지역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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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제안형 사업 추진 과정

산림과 좀 더 가까워지도록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숲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과 팸플릿 제작도 지원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숲 

가꾸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된 사례도 생겨나고, 대나무로 

악기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높은 평가로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역 

축제로 지속되는 성과도 생겼다<그림 2-7>.

자료: <http://www.city.yokohama.lg.jp/kankyo/etc/jyorei/keikaku/midori-up/midori-up-plan/>.

그림 2-7.  요코하마의 시민제안형 사업에 선정된 사업 사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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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조성사업

2010년

코즈쿠에죠( 机城址)시민의 숲 등불 축제

시민에 의한 ｢숲을 알고, 하고, 가꾼다｣배움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로그램 디자인 강좌, 산림 리 의견 교환회

니이하루(新治) 사토야마 셀  가이드 시스템 구축사업

이벤트 ｢수목의와 세노우에 함께 걷기｣, 심포지엄 ｢세노우에 산림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자｣  만 다람쥐에 의한 피해 조사

2011년

산림 리단체의 제재(製材) 력작업

산림 리 활동 연구 DVD 제작

사토야마의 힘 ( 나무 등불 제작 이벤트)

2012년

산림 리단체의 작업 보조: ｢요코하마 사토야마 인 ｣ 실시, 강연회 개최

산림 리 활동 도구 사용법 가이드북 제작

사토야마와 지역을 연결하자: 나무 등불 제작 이벤트, 강연회 개최

시민과 기업의 산림 리 동 사업

2013년

히요시노오카(日吉の丘) 공원 식물 찰회와 식물도감 제작

아이들의 고향 만들기: 나무 등불 제작 이벤트, 강연회 개최

세노우에(瀬上)시민의 산림 서포터즈 클럽: 자연체험 행사 개최

나무 악기 워크 : ｢뱀부 뮤직 페스티벌｣ 개최 

사토야마 재생으로 생물 다양성과 지역에 힐링 장소를: 산림 체험활동, 반딧

불이 찰회, 참가형 이벤트, 동식물 모니터링조사 개최 

자료: 요코하마시 내부 자료.

표 2-4.  요코하마시의 보조사업의 사례

3.2. 도시림의 시민 참가형 산림 관리

3.2.1. 하다노시의 사례

가.  치와  환경

  하다노시는 전체 면적 1만361ha 가운데 산림이 5,452ha(52.6%), 농지가 

1,836ha(1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지의 철도역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

되어 있는 도시이다. 활엽수 2차림에서 목재, 탄, 퇴비 등 임산물을 생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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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env.go.jp/nature/satoyama/syuhourei/pdf/cjj_14.pdf>.

그림 2-8.  하다노시 산림 리에서 주체 간 역할 분담

왔으나 근래 생산량이 급격히 낮아지고, 화학비료가 보급되면서 녹비 수요가 

감소하여 산림과 농지의 물질순환관계도 약화되었다. 농림업이 부진하고 농산

촌에 고령화가 진행되어 경작포기지가 늘고 산림 관리도 저하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야생조수(멧돼지, 사슴, 산거머리)에 의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나.  시 책과 사 업

  하다노시는 산림의 보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다노시의 농지와 산림이 대부분 사유지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자주적 관리, 주민의 작업참가를 기본으로 하여 이를 지원하는 시책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자체 시책에 기초하여 마을숲 보전·활용 관리는 토지 소유자, 

시민, 지자체 공동으로 실시되고 있고, 산림 관리에서 주체 간 역할 분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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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개요와 역할분담

고향

마을숲

정비사업

오랫동안 리되지 않은 마을숲은 소유자와 자원 사자만의 힘으로 재생

하는 것이 어려움.

지자체가 ‘고향 마을숲 정비사업’에 의해 공공사업으로 정비(간벌과 개벌 

등)하고 ‘마을숲과 만나는 숲가꾸기 사업’을 활용해서 자원 사자를 불러

들여 리하는 계획을 취하고 있음

정비는 산림조합과 임업사업자에 탁하여 실시함

마을숲과 

만나는 

숲가꾸기

사업

‘고향마을숲 정비사업’에서 정비된 숲을 자원 사자에 의해 리함.

토지 소유자가 심이 되며 활동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을 지도함

자원 사자는 노동력을 제공하며 산주의 주도에 따라 리작업과 시민 

보 활동을 행함. 근처의 퇴직자를 심으로 함.

시는 자원 사자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함. 시가 개입하여 신용력이 높아

지고, 산주의 력이 진됨.

자원 사자 단체에는 자연환경보 과 마을숲 리단체뿐만 아니라 등

학교, 보이스카우트, 지역 스포츠클럽 등 다양함.

시외에서 참가하는 것도 인정하는데 자원 사자단체 참가자의 약 60%는 

시민이고 기타 40%는 시외 거주자임. 

등록·

연수제도

[자원 사자 등록과 활동필드 등록]

심자를 상으로 하는 자원 사자의 연수·등록과 토지 소유자와 숙련

자를 상으로 하는 ‘필드리더’의 연수와 등록이 있음.

활동필드 정보공개·공유를 목 으로 ‘활동필드 리스트/등록’이 있음.

‘고향마을숲정비사업’과 ‘마을숲과 만나는 숲가꾸기 사업’의 인재공 원과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음.

[하다노마을숲 력 ]

단체에 속하지 않고 활동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해 ‘하다노마을숲 력

’ 제도를 두고 있음(약 100명 등록)

자료: <http://www.env.go.jp/nature/satoyama/syuhourei/pdf/cjj_14.pdf>.

표 2-5.  하다노시 산림 리에서 주체 간 역할 분담

림 2-8>, <표 2-5>와 같다.  

고향마을숲 정비사업은 지역 수원림의 관리가 필요한 사유림, 조합 소유림 

등을 대상으로 하여 하다노시와 산림소유자가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지자체

가 공공사업으로 산림정비를 실시한다.

  마을숲과 만나는 숲가꾸기 사업은 토지소유자, 봉사자단체, 지자체 3자 협정

을 체결하고 지자체가 산림정비를 행하는 자원봉사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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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oogle map 작성.

그림 2-9.  코우노스 산의 치

실시한다. 하다노시 26곳에서 ‘마을숲과 만나는 숲가꾸기사업’에 기초하여 토

지소유자, 자원봉사단체, 지자체 3자 협정이 체결되어 마을숲 관리활동이 실천

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관리 부족으로 증가하였던 산거

머리가 크게 감소하였다. 

  마을숲정비에 관한 등록·연수제도는 토지 소유자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활동정보의 공개·공유를 목적으로 활동필드를 등록한 후 목록화 

하였다. 활동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개인을 위해 인재등록제도를 두고 있다.

3.2.2. 코우노스산(鴻巣山)의 산림 관리 사례

가.  치와  환경

  코우노스산은 면적 약 16.7ha, 후쿠오카시 추오구와 미나미구의 경계에 위치

하고 있으며, 1975년 특별녹지보전지구로 지정되었다<그림 2-9>. 주요 수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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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실잣밤나무, 졸참나무이며, 특히 졸참나무의 카부타치림(한 뿌리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와 자란 초목) 군락은 향토 경관을 대표하는 식물군락으로 환

경성의 특정 식물군락에 선정되었다.

  1960년대까지 연료와 생활용재로 쓰기 위해 정기적으로 벌채가 되어 임내에 

빛이 잘 들어왔으나 최근에는 목재 이용이 거의 없고, 관리 포기가 늘어나면서 

식생천이가 진행되어 상록활엽수와 대나무가 증가하여 임내가 어두운 숲이 되

었다. 식물 개체가 줄어들고 쓰레기 투기의 문제도 대두되었다. 

나.  시 책과 사 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토야마의 관리와 보전을 위해 후쿠오카시는 다각

적인 노력을 하였다. 먼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코우노스산을 

매입하여 거의 전역이 시유지가 되었다. 또 1999년부터 2년간에 걸쳐 후쿠오카

시와 (재)숲과 녹색마을 만들기 협회(森と緑のまちづくり協会)의 주최로 ‘코우

노스산 보전계획 세우기 워크숍(1999년, 4회)’과 ‘코우노스산 숲가꾸기 워크숍

(2000년, 9회)’이 개최되었다.

  큐슈예술공과대학 시게마츠연구실의 기획·운영에 따라 지역 유지, 행정, 전

문가들이 산림 관리에 참여하고, 코우노스산의 미래상이나 향후의 산림 관리 

활동을 논의하였다. 2년간의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은 코우노스산의 산림 관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뿐만 아니라 시민, 행정 직원, 연구자나 조경 기술자가 서로 

협력하여 산림을 관리하는 ‘관계’였다.

  2001년 2년간의 워크숍 참가자와 사무국 멤버가 중심이 되어 ｢코우노산에서 

산림 관리를 즐기는 모임｣을 결성하였다. 이는 산림 관리 활동을 계속하기 위

한 준비모임의 역할을 하였다. 2001년 산책길의 보수, 대나무, 조릿대류의 제벌

(除伐) 등을 실시하였고, 후쿠오카 녹화를 위한 월간 행사로 ｢코우노스케 워킹

｣의 기획·실시, ｢녹색 자원봉사 강좌(숲과 녹색마을 만들기 협의회 주최)｣, 수

강생의 모집과 ｢후쿠오카 사토야마 회의｣를 실시하였다. 연간 참가자 수는 435

명(회원: 211명, 비회원: 224명)이며 2002년에 정식 발족을 위한 회칙을 마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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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활 동 활 동 내 용

상록수의 간벌
산벚나무나 엄나무 등 낙엽수를 보호하기 해 간벌과 가지치기

를 실시하며 계  변화를 감상할 수 있는 산림으로 조성

방토작업
간벌로 나온 목재를 유효 이용하여 탐방로 가장자리에서 흙이 유

실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작업

나무 간벌 나무 숲을 정한 크기로 유지하기 해 일부를 제거

자연 찰, 꽃놀이
코우노스 산의 동식물들을 알기 해 자연 찰 실시

4월에는 산벚꽃나무의 꽃놀이 실시

가을 수확
도토리를 비롯하여 여러 열매들로 공 품을 만들거나 요리를 하

는 이벤트 실시

표 2-6.  코우노스 사토야마 클럽의 주요 활동

  이들은 2002년 4월 코우노스산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코우노스 사토야마 

클럽｣을 설립하였다. 이 클럽은 코우노스산의 다양한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많은 사람과 즐거움을 나누며 숲과 사람이 함께 사는 사토야마 문화의 창조를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회원 수는 43가구이며, 매달 첫째 일요일 후쿠오카시 코

우노스산 녹지보존지구에서 함께 산림 관리 작업을 실시한다. 자연관찰, 숲의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회원들의 참가율이 높고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 

참가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 매달 1회 운영진 회의, 연 11회 소식지 

발간, 부정기 연구회 또는 심포지엄 개최 등의 활동도 전개한다. 개인 회원은 

2,000엔, 가족 회원은 3,000엔, 찬조 회원은 5,000엔의 회비를 납부한다.

  코우노스 사토야마 클럽 회원들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자연의 변화를 볼 수 

있고, 다양한 생물들이 사는 산림을 만들기 위해 상록활엽수의 적정한 간벌과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시든 산벚나무나 밤나무 등 낙엽활엽수를 보호한다. 또 

대나무나 조릿대 등을 적절히 벌채하여 다양성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동시

에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관리한다. 벌채한 목재는 크기를 맞추어 임내에 쌓아 

두어 소동물의 생육지로 활용하거나 벤치 또는 퇴비 적치장 등에 이용한다. 벌

채목을 이용하거나 임외로 반출할 때는 후쿠오카시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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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코우노스 사토야마 클럽 홈페이지(http://kounosusat.exblog.jp/).

그림 2-10.  코우노스 사토야마 클럽의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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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산림 관리 활동의 안전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 몇 가지 원칙을 정하

였다. 작업 전에는 함께 작업 내용을 공유하고, 가벼운 상처나 부상에 대비하여 

구급세트를 준비한다. 또한 응급시의 대처 방안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정보

를 공유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숲가꾸기 포럼의 ｢삼림자원봉사보험｣에 

가입한다. 이러한 원칙을 정하여 회원들이 안심하고 산림 관리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 참여자 협동에 의한 산림 관리: 시라오이정(白老町)의 사례

3.3.1. 위치와 환경

북해도의 남서부, 태평양에 접하고 있다. 북쪽은 산림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

쪽으로는 태평양을 접하고 있다. 시라오이정의 면적 423.75㎢에서 약 74%가 

산림이다. 이 지역은 북해도 원주민인 아이누가 살았으며, 현재에도 아이누족

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알려져 있어 아이누 문화의 진흥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라오이정에는 시코츠토야 국립공원의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쿳

타라 호수, 호로호로산, 인쿠라 폭포, 포로토 호수 등 관광지가 있어 풍부한 자

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3.3.2. 시라오이정의 산림 관리 

  시라오이정은 십수년 전부터 시민들이 참가하여 숲만들기 등의 자연보호활

동을 해 오고 있다<표 2-7>. 1988년 잡목림이었던 구릉지를 지역의 대표 공원

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으로 시민들에 의한 잡목림 관리, 가족 참여형 

산림 자원봉사 활동, 식물 자원봉사 단체, 환경보호단체의 설립 등 지역주민들

이 중심이 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환경보전 단체의 관계자들이 

모여 우요로 환경트러스트를 설립하였고, 2004년 NPO법인화하여 지역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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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산림 리의 내용

1988년 지역주민의 제언으로 잡목림 구릉지를 공원으로 정비하기 한 계획 검토

1994년 시민들에 의해 잡목림의 리 활동 시작

1998년 지역의 산림에서 가족참여형 산림자원 사 활동 시작

1999년
식물원 설립을 한 식물자원 사 단체 발족. 지역의 환경보  활동을 한 단

체들이 생겨남

2001년
지역의 환경보  단체들이 우요로 환경트러스트 설립. 동시에 회사 소유의 낙

엽송림 2.2㏊를 취득하여 트러스트의 숲이라 이름짓고 활동 거 으로 함 

자료: 森のはたらきを評価する(2010)에서 요약.

표 2-7.  시라오이정의 시민참가형 산림 리의 경

자료: <http://www.shiraoi.org/trust/morizukuri/forest.html>.

그림 2-11.  우요로 환경트러스트의 산림 이용과 리 활동

과 자연을 관리하고 있다.

  우요로 환경 트러스트의 산림 관리 활동은 지역 산림의 자연경관 보전과 인

공림 재생을 목적으로 40여 년간 관리되지 않은 산림을 관리하는 활동을 시작

하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방치 인공림의 성공적인 관리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은 간벌재를 이용하여 산림 시설물을 설치하고, 교류시설 등으로 이

용하고 있다<그림 2-11>.

산림 관리 이외에도 시민들이 산림을 방문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

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2년부터 어린이 대상으로 산속 여름캠프와 가을·겨

울의 당일 캠프를 주최하였고, 2003년부터는 자연 속 워킹, 어린이 자연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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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shiraoi.org/trust/ivent/index.htm>.

그림 2-12.  시라이오정의 숲가꾸기 실천강좌의 개최

활동을 실시하면서 우요로 주변지에 풋패스(산책로)를 만들고 정비하는 활동

을 시작했다. 2005년에는 지역의 자연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내기도 하였

다. 이러한 활동들이 평가되면서 (사)국토녹화추진기구에서 실시하는 ｢만남의 

숲가꾸기｣에서 중앙표창 수상단체로 선정되었다.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주민 이

외에 일반 시민들이 산림 관리 활동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숲가꾸기, 숲

에서 놀기, 산림 조사, 자연 체험 프로그램 등 산림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

공하고 있다<표 2-8>.

  최근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산림 관리 기술 향상을 목

표로 기계톱과 같은 임업장비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숲가꾸기 실천 강좌｣를 

개최하는 등<그림 2-12>,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의 

산림행정 관계자, 대학 연구자들도 적극 참여하여 함께 산림 관리를 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일반 시민들의 관심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서 조언자로 참여한 연구자들과 유대가 생기면서 여러 대학의 학생들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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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활동 내용 구체 인 활동

산림 리 

트러스트의 숲이나 그 주

변을 필드로 체험해 보는 

1일 로그램

숲 찰

작업체험(풀, 조릿  베기, 가지, 덩굴치기 등)

식수체험( , 가을)

산림조사 

인공림 상으로 산림조

사와 산림의 건강을 진단

하는 로그램

숲 찰

조사구 설정과 식생조사

나무의 식조사

산림 리 체험

숲 놀이

자연체험

숲속 놀이나 자연체험을 

해 보는 1일 로그램

숲의 찰

숲 걷기(풋패스 걷기와 자연 찰)

숲 공 (잔가지와 잎으로 공 품 만들기)

모닥불(군고구마 만들어 먹기)

트리클라이 (나무에 올라가 숲과 나무 찰)

작업체험(풀, 조릿  베기, 가지, 덩굴치기 등)

산나물 채취( )

숲, 강의

자연체험 

자연체험의 경험이 은 

사람을 상으로 우요로 

숲과 주변에서 자연체험

을 실시하는 로그램 

숲의 찰

숲과 강의 워킹(풋 패스의 자연 찰)

모리 생업 체험(모닥불, 숲의 크라 트 등)

강 놀이 체험(낚시)

작업체험(풀, 조릿  베기, 가지, 덩굴치기 등)

자료: <http://www.shiraoi.org/trust/morizukuri/program.html>.

표 2-8.  우요로 환경트러스트의 산림 리 활동 로그램

와 연구자들이 방문하면서 시라오이정의 산림 관리 활동은 한층 활발하게 진

행되었다. 일반 시민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담당공무원이 정책 서포트를 하

며, 연구자들이 전문 조언을 해 주는 협동에 의한 긴 한 파트너십은 성공적인 

지역 산림 관리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시라오이정의 사례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산림 관리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일반 시민 자원봉사자(지역 외), 담당공무원, 연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동 파트너십을 만들어 갔는지에 대한 과정이다. 시라오이정은 산림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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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의 시라오이정 산림에 한 심과 문제  도출: 워크  참여자의 의견을 주

제별로 분류하여 구조화해 나가는 KJ법에 의해 종합하 다.

   가. 시라오이정 산림의 문제  악

      - 휴양과 이용의 문제

      - 임업의 진흥 문제

      - 자연환경과 생태계 괴의 문제

   나. 시라오이정 산림에 한 심사

      - 산림에 한 이해와 이용방법에 한 심

      - 지역에 한 이해와 역사에 한 심

      - 산림과 자연환경의 재 상황과 산림 활용에 한 심

   다. 시라오이정의 산림에 한 기 상

      - 휴양과 방문이 자유로운 산림

      - 임업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 자연환경이나 생태계가 하게 보 되는 산림

시라오이정의 산림 반에 한 지식의 습득: 자신과 련 있는 산림에 해서는 지

식이 있지만, 다른 산림에 한 지식 부족이 워크 을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에 각 분

야별 문가나 연구자들과 함께 ① 장방문 ②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지역 체의 자

연환경과 산림 황 악 ③ 동경 와 북해도 학 연습림을 방문하여 산림 리 지식 

습득  

워크 을 통해 얻은 지식과 논의를 바탕으로 산림의 기능을 고려하여 기능별 리를 

한 조닝맵 작성

자료: 森のはたらきを評価する(2010)에서 요약.

표 2-9.  시라오이정 산림기능평가 워크  내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와 평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정보지를 통하여 산림 관리에 흥미가 

있는 주민을 모집하고, 2006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3회 개최하였다. 주민 

9명의 참여로 시작한 워크숍은 회가 거듭할수록 참여 인원이 늘어나 이웃 도시

의 시민, 사무국인 지자체 직원, 연구자, 학생들 24명이 참가하게 되었다. 워크

숍 종료 후에는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어떤 산림에서, 어떤 산림의 기능을 살릴 것인가? 여러 가지 

산림의 기능에서 무엇을 우선하여 산림 관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지역 산림을 조닝(zoning)한 지도를 제작하였다. <표 2-9>에 13회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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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森のはたらきを評価する(2010).

그림 2-13.  시라오이정의 조닝맵

워크숍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지역주민, 행정담당자, 연구자 등 다양

한 주체들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작성한 조닝맵은 앞으로의 산림 관리에서 중

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다양한 주체들의 협동에 의한 산림 관리 제안은 2001년 산림자원봉사 활동에

서 생겨났다. 산림 자원봉사의 네트워크 조직인 ｢숲가꾸기 포럼｣이 ｢숲가꾸기

정책 시민연구회｣를 설립하여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지역산

림위원회를 설립하고 협동으로 산림 조사, 계획 수립, 정비, 관리 체제를 만들

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실제 산림 관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시민

과 함께 관리해 나가는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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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1966년 3월 회원수 973명 (2012년 1월 말)

출자 5,415만1천 엔(2012년 1월 말) 임원수 18명(상근 1명, 비상근 17명)

연간사업수익 4억4,713천엔 (2011년) 직원수 19명

표 2-10.  히요시정의 산림조합

3.4. 제안형 집약화 시업: 교토부 난탄시 히요시정의 사례

3.4.1. 위치와 환경

  교토부 난탄시 히요시정은 교토부 중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후쿠이현과 사

가현, 남쪽으로는 효고현과 오사카부에 인접하고 있다. 면적은 1만2,334ha, 이 

가운데 산림 면적은 1만700ha(약 86%)를 차지하는데 그중 41%가 인공림이다. 

오래 전부터 임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전후 조림은 일찍 이루어졌다. 과거에

는 농업, 임업, 제탄업(製炭業) 중심의 중산간지였지만 현재는 농림업이 쇠퇴하

고 있다. 26년의 공사기간에 걸쳐 착공된 히요시댐은 주변에 온천시설, 공원, 

각종 아웃도어 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연간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도 유명하다.

3.4.2. 시책과 사업

  히요시정의 산림조합은 1996년까지 히요시댐의 건설에 의한 수몰지역의 산

림벌채를 주체적으로 해 왔다. 하지만 이 사업이 끝나고, 산림조합의 새로운 사

업전개가 필요하게 되면서 ｢히요시의 숲 부활작전｣이라는 이름의 사업을 전개

하게 되었다. 전후 확대 조림을 실시한 산림이 목재가격 하락에 의한 채산성의 

악화,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으로 당시 히요시정의 산림은 간벌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산림조합 전문가들이 산림의 현황을 파악하고 간벌의 필요성을 산림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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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조사> <산림시업계획 작성>

<작업로 개설> <간벌작업>

<간벌작업> <목재의 선별작업>

<간벌재의 반출> <집약화 시업 완료>

자료: <http://www2.ocn.ne.jp/~h-sinrin/torikumi.htm>;

     <http://www.npobin.net/hakusho/2010/topix_08.html>.

그림 2-14.  히요시정의 제안형 집약화 시업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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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적극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지역 산림 면적의 약 95%에 

대하여 소유자와 계약을 맺고, 복수의 산림을 단지화하여, 효율적인 간벌 실시

를 도모하였다. 히요시의 숲(산림 시업 플랜)으로 명명된 시업서는 당시 ｢산림

의 카르테 (숲의 진단서)｣라는 명칭으로 산림소유자에게 간벌의 필요성이나 사

업의 견적서가 제안되었다. 이것이 제안형 집약화 시업의 시초가 되었다.

  제안형 집약화 시업의 추진 과정은 <그림 2-14>와 같다. 사전조사를 실시하

여 사업 단지를 설정하고, 산지 소유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시업계획을 작성하

고 소유자에게 시업을 제안한다. 소유자의 허가를 얻은 후에 간벌의 계획과 생

산된 목재와 작업기기의 규모를 고려하여 작업로를 개설한다. 기계와 기계톱을 

이용하여 간벌을 실시하고, 원목, 합판, 펄프용 칩 등 이용할 목재를 선별하여 

간벌재를 반출한다. 목재 판매가 완료된 후 산림소유자에게 보고와 정산을 실

시한다. 6~10년 뒤 다시 간벌을 실시할 때에는 작업로가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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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부탄의 지역임업7

1. 산림정책과 산림 관리체계

1.1. 산림정책의 변화

  부탄의 산림면적은 2만9,045㎢로 국토(3만8,394㎢)의 72.5%를 차지하여 산

림률이 매우 높다. 인구(63만4,928명)의 69%인 43만8,871명이 산촌에 거주하

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산림에 생계를 의존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사

회경제적 구조는 산림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였고, 이에 정부는 1974년 

국가 산림 정책에 산림면적의 비율을 60% 이상 유지한다는 목표를 반영하였

다. 

  산림국(DoF)은 산림보호와 이용, 야생동식물 보호, 사회임업, 산림자원 개발, 

유역관리, 휴양과 생태관광 등 6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사회임업과

(Social Forestry Division)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사회가 직접 산림을 관리할 

 7 현지 출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면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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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부탄의 산림 분포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상향식 산림 관리에 대한 접근은 1979년 조림에 지역주민 활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royal decree)이 제정된 이후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사회임업 프로

그램을 시행하였으며, 1989년 주민들의 조림활동을 지원하는 조림과

(Afforestation Division)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임업 활동은 점차 지역으로 분산

되어 지방단위(Dzongkhag)로 이루어졌으며, 1993년 세계은행과 스위스개발협력

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이 지원하면서 지역단

위에서 사회임업과 산불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임업 개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1995년에는 ｢산림과 자연보전에 관한 법률(Forest and Nature Conservation 

Act)｣을 제정하여 지역임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갖추었으며, 2006년에 ｢산림과 

자연보전에 관한 시행규칙(Forest and Nature Conservation Rule)｣을 개정하여 

지역임업에 관한 내용(Chapter Ⅳ)을 포함하였다. 이 규칙은 지역임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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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epartment of Forest and Park Service 홈페이지.

그림 3-2.  부탄 산림국의 조직도

지역림의 설립, 계획, 이행 단계와 지역림 관리단체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부탄의 지역임업은 2000년에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2002년 스

위스 개발협력청(SDC)의 지원을 받아 사회임업과(Social Forestry Division)와 

스위스 HELVETAS에 의해 이행된 주민참여 산림 관리 프로젝트(Participatory 

Forest Management Project)는 부탄의 지역임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사

업은 단계Ⅰ(2002~2007년)과 단계Ⅱ(2007~2013년)를 완료하였고, 현재 단계Ⅲ

(2013~2016년)을 이행하고 있다.

 지역임업이 활발해지면서 정부는 국가 수준에서 지역임업의 방향을 제시하

기 위해 2010년 ｢국가 지역임업 전략(National Strategy for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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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ry)｣을 수립하였다. 현재 지역임업 프로그램은 20개 지역(Dzongkhag)에

서 수행되고 있다.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 홈페이지.

그림 3-3.  부탄의 지역림 련 정책 동향

1.3. 산림 관리체계

부탄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비율을 60%로 유지한다는 국가 

목표와 소득 창출을 통해 빈곤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UN 레니엄 개발 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림(Community Fores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림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산림을 이용해왔고 

산림 관리 의무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관리 권리와 책임

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산림을 직접 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6년 개정된 ｢산림과 자연보전에 관한 시행규칙｣에는 지역림의 설립과 지

역림 관리단체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지역림은 지역사회의 임

산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토양과 수자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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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iliane Tarnutzer(2012).

그림 3-4.  부탄의 지역림 리체계

회가 경영하기에 적합하고, 가능하다면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가 이용하거나 경

영해 온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림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림 관리

단체를 구성하고 지역 산림사무소(Dzongkhag Forest Officer: DzFO)에 경영계

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허가되면 지역림 소유인증서(CF ownership 

certificate)가 발급된다. 인증서를 발급받은 지역림 관리단체는 자치적으로 산

림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와 임산물을 소유·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동시에 이들은 재해나 산림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자원과 야생동물, 광물자

원 등을 보호하며, 산림경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산림을 경영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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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지역임업 전략

  지역임업에 대한 규제적인 프레임워크는 산림 관리와 이용에 대한 권리를 

지역사회에 부여하면서 발전하였다. 2010년 부탄 정부는 국가 수준에서 지역

임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 지역임업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은 2009년 발표된 국가산림정책과 빈곤퇴치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

시했던 제10차 5개년 계획(2008~2013년)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으며, 산림 부문 

중장기(5~10년)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2.1. 목표

  산촌 지역사회는 ①지역림으로부터 목재, 임산물, 산림환경서비스 수요를 충

족하고, ②임산물 판매를 통해 경제 혜택을 창출하며, ③지역사회의 가난을 극

복하기 위해 지역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2.2. 비전

지역임업의 장기 비전은 지속가능하고, 산촌의 생계에 기여하고, 빈곤을 극

복하고, 산림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고,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미래를 만

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지역림을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할 의지가 있는 산촌 지역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산림

다양한 임산물과 산림환경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생산하도록 경영된 산림

산촌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임산물 제공, 상업적인 임산물 생산과 판매를 통

한 소득 창출,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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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림 관리단체(CFMG)들의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가 또는 지도

자로서 훈련된 산림공무원

과학에 기초한 지역림 경영

기후변화 등 불확실한 사회적 성과와 의도치 않은 결과에 긍정적으로 대응

하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산림 경영

2.3. 지역임업 전략의 수립 원칙

  전략적 수준에서 지역임업은 ①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개발과 보전의 균형, 

②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분권화 지지 ③산림 상태의 향상과 동등한 

이익 분배를 이끄는 지역림 거버넌스의 개선 ④목재와 비목재임산물의 상업적 

수확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득 창출 ⑤빈곤퇴치에 기여 ⑥산촌 건설과 보수에 

쓰이는 목재 공급 ⑦과학에 기초한 산림계획과 관리 보강 ⑧연구와 경영을 연

계하는 시도를 원칙으로 수행해야 한다.

2.4. 지역임업 전략

  2009년 Thimphu 지역에서 열린 국가 지역임업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지역

임업의 이행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인 이슈들을 논의하였다.

략1.  지역임업에 한  규제  임워 크 의 실 행가능 성을 높인다 .  

  수십 년 동안 지원제도, 정책, 법제 시스템을 통해 CFMG에게 산림 이용권과 

경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가구당 2.5ha로 산림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소득 창출에 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이 전략은 가구당 2.5ha라는 제한

을 없애고, 관례적인 권한과 전통지식, 산지의 이용가능성, CFMG의 의지와 역

량, 산림의 잠재적인 생산성, 마을과의 근접성, 산림에 대한 의존도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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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용가능한 산림면적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CFMG의 최소 구성원 

수를 10명 이상으로 제한하였던 조항을 삭제하여 본래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

는 소수 정착민들도 지역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략 2.  보 과 개 발의 달성을 해 지속가능 한  산림경 을 용 한 다 .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해 비목재임산물의 연간수확량을 제한하는 방법

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목재생산과 조림에 관한 규정

을 개발하며, 비목재임산물의 경영과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또

한 보호구역(protected area)의 이용 구역과 이용제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

분한다. 

략 3.  임산물과 산림환경 , 소득 창출을 해 지역림을 경 한 다 .

  많은 지역림들은 훼손된 산림을 생산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많은 투자

가 필요하며,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화하거나 또는 생산자단체에 가

입해야 한다. 이 전략은 지속가능한 비목재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산림 

기업의 설립과 시장개발, 사업규모 확대를 위한 연합과 협회 조직 지원, CFMG

와 기업가들의 연계, 임산물의 시장가능성 발굴 등을 지원할 것이다.

략 4.  산 의 빈곤 문제를 극복하 기 해 지역림을 경 한 다 .

  부탄에서 가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역임업을 통해 빈곤을 극복할 수 있

는 접근방법을 개발한다. 우선, 산촌의 빈곤 현황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고, 가

난한 구성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익수단을 결정하며, 이익과 비용의 평등한 

분배를 위한 활동을 개발하며, 빈곤층이 지역임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이고 효과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략 5.  산 의 목재 수요 를 최 한  충족시 킨다 .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건설과 보수에 쓰이는 목재자원을 지역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을 경영해야 한다. 따라서 CFMG가 경제적 수단이자 생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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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한 재화로서 지역림을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가구당 면적 상한

선을 없앤다.

략 6.  거버 스 원칙과 분 권화 를 기반으로  지역림을 경 한 다 .

거버넌스 원칙(투명성, 책임감, 참여, 예측가능성, 권한이양, 포괄성, 평등, 이

익 공유)에 따라 지역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산림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

하기 위해 CFMG의 제도적․기술적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CFMG

의 발전을 지원하고, 정부와 지역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보장한다. 지역산림사

무소(Divisional Forest Officer)의 역할과 책임을 분석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지역임업 계획과 지역개발 계

획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략 7 .  지역임업에 한  공공기  직 원들의 인식을 향 상 시 킨다 .

  정기적인 지도활동과 지역임업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지역임업 관련 행사와 정책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향상

시킨다. 젊은 전문가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연구를 지원하고, 워크숍, 컨퍼런스 

등 정책 토의의 장을 마련한다.

략 8 .  지역림의 경 , 는  경 을 계획 하 는  능 력을 배양한 다 .

  지역사회와 공무원들이 지역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학, 연구기

관, 지도기관 등과 협력하여 트레이닝을 수행한다. 특히 빈곤 퇴치를 위해 소득

창출 훈련이 매우 중요하며, 현장 학습, 사례연구 등을 지원한다.

략 9 .  과학을 기반으로  기술 , 사 회경 제  측면 에서 근한 다 .

  지역임업의 생물리적, 사회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문제점들을 평

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사회경제 문제의 우선순위 연구 과제를 개

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개발·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임업 문제를 다루는 국내외 연구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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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10 .  생물리 , 사 회경 제  성과를 모니터 하 고 평 가한 다 .

지역임업 이후 산림의 양적․질적 상태, 이익 창출과 분배, 소득, 가난 감소 

현황 등 생물리적, 사회경제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보고 체계를 개발한다. 

3. 지역주민의 산림 관리 성과와 사례

  부탄의 지역림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2월 200개, 2011년 3월 31일 300

개, 2012년 6월 말 431개로 성장하였고, 2013년 5월 17일 500번째 지역림이 등

록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전체 산림의 5%가량을 관리하고 있다.

지역림의 수가 많다고 해서 정책을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지역임업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빈곤 퇴치이기 때문에 지역임업이 실질적으로 경

제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지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임업의 경제

적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미비하다. 대신 지역임업 사례를 통해 지

역임업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1. 푸나카(Punakha) 지역의 사례

  푸나카 지역은 부탄의 지역림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지역림의 수도 23개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이 중에서도 와쿠 담치(Waku Damchi), 망기징카

(Mangizingkha), 럼섬(Lumsum), 야게이(Yargay) 지역림은 가장 오래되고 다양

한 생계수단을 마련한 지역이다. 

  푸나카의 지역림 관리단체는 관리위원회를 선출하여 모든 활동에 관한 의사

결정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목재와 비목재 임산물의 판매 등 수

익활동, 정부 보조금과 기부, 규정을 어기는 구성원에 부과하는 벌금으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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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echen Choden et al.(2013).

그림 3-5.  푸나카 지역의 주요 지역림의 치

기금을 조성한다. 또한 이들은 산불 통제, 불법벌채 감시, 비목재 임산물 수집, 

수자원 보호, 재조림, 야생동물 보호 등 다양한 산림 관리 활동에도 적극 참여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과 축산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전체 

소득에서 지역림을 통한 소득의 비율은 매우 낮다<표 3-1>. 야게이 지역림에는 

산림 소득이 전혀 없다. 그러나 임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 창출 이외에 자급자

족을 위한 소비량이 많고, 직접적인 이용가치 외에도 생태관광과 연계한 소득

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림 소득은 와쿠 담치에서 가장 많으며, 비

목재 임산물의 판매 소득이 가장 많다. 망기징카와 럼섬 지역림은 목재 생산과 

판매 소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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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쿠 담치 망기징카 럼섬 야게이

농업 소득 578,822 342,487 189,755 251,400

  - 작 물 563,413 320,211 174,209 1589,342

  - 축 산 15,409 22,276 15,546 92,058

비농업소득 4,810 4,750 5,821 510

산림소득 1,501 681 377 0

  - 목 재 152 373 154

  - 비목재임산물 591 20 38

  - 나무막 353 139 65

  - 땔 감 260 112 38

  - 나무기둥 154 38 81

가계지출 95,932 41,811 94,204 120,918

순소득 489,200 306,107 101,748 130,992

자료: Choden et al.(2013).

표 3-1.  지역림 리단체 구성원의 소득 구조

단 : Nu/household/year

3.2. 텐드렐강(Tendrelgang) 지역림

  유시팽(Yusipang) 마을은 부탄의 수도인 팀푸(Thimphu)의 챙(Chang) 게오그

(Gewog)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은 해발 2,282~2,430m에 자리하고 있

으며,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28가구가 거주한다. 텐드렐강 지역림은 유시

팽 마을 28가구에서 12가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가구의 구성원

은 4~5명이며, 가구당 1명씩 참여하여 12명이 관리한다. 지역림 구성원의 대부

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된 소득원은 감자나 사과, 채소 등이다. 이 지

역림은 팀푸로부터 12㎞ 정도 떨어져 있으며, 지역림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에 시내가 있어 지리적 경계가 명확히 구분된다.

  지역림의 규모는 30㏊이며, 기저면적은 ㏊당 14㎡이다. 전반적인 산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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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election-bhutan.org.bt/2011/finaldelimitation/Thimphu.pdf>; Tendrelgang CFMG 

(2010).

그림 3-6.  텐드 강 CF의 치와 토지이용도

는 양호하며, 70% 이상의 임목 도를 유지하고 있다. 모수(seed trees)의 도

는 중간 수준이다. 주로 부탄소나무(Blue pine), 참나무(Oak), 가문비나무

(Spruce)로 구성되으며, 진달래속 식물(Rhododendron), 포플러(Populus), 헴록

(Hemlock), 대나무(Bamboo)와 관속식물인 라이오니아(Lyonia), 배나무(Pyrus), 

매자나무(Berberis), 양치식물(Ferns) 등이 자생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야생 동물이 서식하며 다양한 동물군과 식물군을 보

유하고 있다. 식생구조가 유사해서 구획을 나누지 않고 단일 블록으로 경영하고 

있으며, 1985년에 산불이 발생하여 임령은 어린 편이다. CFMG 구성원이 선호

하는 수종은 부탄소나무인데, 목재, 땔감, 울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가문비나무를 유용하게 생각하며, 다른 나무들은 

비교적 선호도나 유용성이 낮다. CFMG 구성원이 가장 선호하는 임산물은 목재

이며, 그 다음은 땔감이다. 땔감은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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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목 활동 우선순 구체  방법

산림 보호
순찰

산불 리자 임명
높음

산불 리자 임명(1년)

지속 인 리·감독

수자원 보호
완충지  유지

조림과 울타리 조성
높음 지속 인 리·감독

지속가능 기반의

지역 자연자원 리

임학 기술 용

요구사항 검증
높음 임학 기술 용

임업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득 창출

지속가능한 산림 이용

잉여 임산물 매
높음

높은 품질의 목재 생산을 

한 임학 시스템 용

자료: Tendrelgang CFMG(2010).

표 3-2.  부탄의 지역임업 목  달성을 한 구체  방법

많다. 그 뒤를 이어 울타리용 나무막대, 수자원, 목초, 비료, 잎사귀 순이다.

  유시팽 지역에서 인구와 농지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이는 자연자원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성공적으

로 운영되는 다른 지역의 지역림 구성원들과 논의하였고, 이런 시도 덕분에 유

시팽 주민들은 지역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텐드

렐강 지역림을 공식 조성하였다. 텐드렐강 지역림의 운영 목적은 산림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을 달성하는 것이다. 세부 

운영 목적과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은 <표 3-2>와 같다.

텐드렐강 지역림 구성원들은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임산물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CFMG를 조직하였으며, 이 단체가 지역림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림 경영에서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임산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누구든지 산림에서 목재, 땔감, 비료, 목초, 버섯 등 임산물

을 채취·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

재하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산림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지역림이 조

성되면서 전통적인 산림 경영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산림 경영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지역림 운영 계획을 산림부에서 승인받은 후 

CFMG는 ｢산림과 자연보호에 관한 시행규칙(2006)｣에 따라 지역림 임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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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텐드 강 CF의 경과 CFMG 활동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을 이양받아 

CFMG는 필요에 따라 지역림 임산물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림 운영 목적의 하나는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데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

두지 못했다. 하지만 CFMG에서 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고,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FMG는 수익 창출 방안의 하나로 방문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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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부탄 정부가 CFMG에 산림경영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면서 목재와 비목재임

산물에 접근이 쉬워졌으며, 지역주민들은 이것들을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CFMG는 지역림의 목재, 땔감, 비목재 임산물을 생산하고, 자체 이용 

이외의 잉여분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구성

원들의 소득이 증가한다. 부탄이 지역임업을 통해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관련된 법과 제도가 구축되어 있다. 부탄 정부는 1995년 ｢산림과 자연

보전법(Forest and Nature Conservation Act)｣을 제정하여 지역임업의 기반을 

다졌으며, 2006년 ｢산림과 자연보전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임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0년 ｢국가 지역임업 전략(National 

Strategy for Community Forestry)｣을 수립하여 국가 수준에서 지역임업 추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CFMG가 직접 산림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제도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법과 제도가 구축되면서 CF와 CFMG의 설립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산림경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치권이 인정된다. 2006년에 개정된 ｢산

림과 자연보전에 관한 시행규칙(제4장)｣에는 지역림의 설립, 경영계획, 이행에 

관한 내용과 CFMG의 구성 자격, 이용권리, 관리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

다. 많은 연구들은 자치권(Autonomy) 또는 자치적 거버넌스(self-governance)가 

주어질 때, 산림이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법적으로 지역사회의 산림 관리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지역림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자구적인 혁신 노력이 있다. 법이나 제도로 지역의 자치관

리권, 산림 경영과 이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

지가 없으면 제대로 경영되기 어렵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정

기 미팅을 통해 산림경영에 대한 사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

여 정보를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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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네팔의 지역임업: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8

1. 서론

네팔은 남아시아에 위치한 군주국가로 북쪽으로는 중국에, 동·서·남쪽으로

는 인도에 둘러싸여 있다. 국토 면적은 1,472만㏊이며, 인구는 2,649만 명이다. 

또한 열대 데라이(terai) 지역부터 고산지대까지, 해발 고도는 59m부터 8,848m

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리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CBS 2011). 네팔은 크게 데

라이라 불리는 평야지대, 중산지대(mid-hill), 히말라야를 포함하는 산악지대로 

나뉘는데, 산림면적은 국토의 39.6%에 해당하는 583만㏊이다(DFRS 1999). 남

쪽 데라이 지역의 열대림, 중산지대의 아열대 활엽수림과 침엽수림, 북쪽 산악

지대의 온대림, 아고산대, 고산대 식생을 형성하여 고유하고 풍부한 생물다양

성을 보유하고 있다(Subedi 2006). 네팔은 35개 산림 유형, 75개 식생 유형, 118

개 생태계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NBS 2002), 세계적으로 희귀하거나 멸종위기

 8 Bhishma P. Subedi (Executive Director, Asean Network for Sustainable Agriculture 

and Bioscience)에 의뢰하여 작성한 원고를 번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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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한 다수의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는 네팔의 생물에서 포유류 60종, 조류 61종, 파충

류 12종, 양서류 1종, 나비 2종 등 136종을 멸종위기 종으로 등록하였다. 

산림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40년 동안 산림면적이 감소하였는데(Achaya et 

al. 2012), 1978년부터 1994년까지 연간 산림 전용률이 1.7%라고 보고하였다

(DFRS 1999). 이 비율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1991~2001년 

데라이 지역의 평균 산림 전용률은 2.7%(CBS 2008)이고,  1990~2005년 전국

의 산림 전용률은 1.63%(FAO 2005:10)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세와 반대로 

일부 연구들은 지역임업의 확산 이후 중산지대의 산림면적이 증가하였다고 보

고하였다(Branney and Yadav 1998; Gautam et al. 2003; Carter et al. 2011). 

2. 지역임업의 발전

산림은 산촌주민의 생계와 국가의 수익을 위해 가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지역 경제와 국가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Ojha 2008). 

네팔 임업의 발전은 민영화 시기(~1957년),  국유화 시기(1957~1970년대 후

반), 지방분권화 시기(1970년대 후반~), 세 단계로 구분된다(Hobley 1996).

1957년 이전에 산림은 엘리트 계층이 지배하였고, 봉건 귀족들의 네트워크

를 통해 국가정책이 결정되었다. 당시에는 경제적 잉여가 소작농들로부터 엘리

트들에게 흘러가는 봉건적 특성이 강하였으며(Regmi 1978), 이는 산지가 농지

로 전환되는 것을 촉진하였다(Wallace 1987). 

1957년 사유림의 국유화법이 제정되면서 산림 관리의 권한은 국가 통제로 

중앙집권화되었다. 사유림 소유주들에게 산지 소실에 대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

았다(Shrestha 1995). 산림을 국유화하였어도 적절하지 못한 관리 때문에 산림 

대부분이 전용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인구와 가축이 증가하면서 임산물 수요

가 증가하였다(Shrestha 1995). 1961년의 산림법과 1967년 산림보호특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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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chaya(2014)

그림 4-1.  지역임업의 목  변화 

산림에 대한 국가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 법들은 국가 산림 관리자

(forester)들에게 벌채허가권을 발행하거나 불법벌채자들을 구속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였다. 여기에는 산림 가까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과 산림자원의  

이용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은 제외되었고, 이는 국가와 지역 주민 

사이의 거리를 넓히고 산림 전용과 황폐화를 초래하였다.

산림 보전과 관리에서 주민 참여의 중요성, 산림보호와 관리를 통제하려 했

던 이전 정부의 노력 실패, 그리고 심각한 환경 위기인 히말라야의 황폐화에 

대하여 인식하면서(Eckholm 1976) 네팔 정부는 1976년 국가임업계획을 수립

하고 이행하였다 (Kanel et al 2005). 이것은 산림 관리에 국민 참여의 필요성을 

수용한 최초의 정부 문서다. 1961년 제정된 산림법은 1977년에 개정되어 국유

림 일부를 정당이 아닌 Panchayat(마을회의)라 불리는 지역 정치단체에 양도하

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개정법에 기초하여 Panchayat Forest(PF)와 Panchayat 

Protected Forest(PPF)에 관한 규정이 1978년에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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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리가 이전되어 산림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

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실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이용자들에게 직

접 양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자신이 합법적 산림소유자라고 여기

지 않았다. 1988년 임업 분야 종합계획이 완성되고 이듬해 채택되었다. 이 계

획은 땔감, 사료, 기타 임산물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산림과 산림자원을 관리하

고 보전하기 위해 주민 참여 촉진을 중장기 목표로 삼았다. 

1990년 정치체제의 변화 이후 중요한 변화는 산림법(1993년)과 산림규정

(1995년)에 지역임업 지원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법은 산림 관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MFSC 1995). 이에 따라 네팔은 

정부의 산림 관리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부여하는 산림법을 채택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Malla 1997; Kumar 2002). 그동안 국제기구들은 네팔의 임업기

관들이 지역임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 참여하였다. 또, 네팔 정부는 다

양한 형태의 지역임업이 수행된 이래로, 지역임업의 수립과 또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지역임업의 현황

네팔의 산림법(1993)과 몇몇 개정법들은 산림을 국유림과 사유림이라는 두 

개의 큰 범주로 분류했다. 이 법은 국유림을 다시 5개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정

부관리 산림, 지역림(Community Forest: CF), 임대산림(Leasehold Forest: LF), 

공동 산림 관리(Collaborative Forest Management: CFM), 종교림(Religious 

Forest: RF)이다. 지난 30년 동안 네팔은 지역림 시스템으로 산림의 약 29.2%

를 관리하는 데 성공하였고, 70.8%는 정부 관리 산림이나 보호구역으로 관리

되었으며, 0.04%만이 사유림으로 관리되었다<표 4-1>. 

CF는 1988년 임업 분야 종합계획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는데, 1993년 산림

법과 1995년 산림규정의 실행과 함께 크게 성장하였다<그림 4-2>. 현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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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체계 리주체 면 (㏊) 리구(경 구)

지역림(CF) CFUGs 1,700,048 (29.2%) 18,133

임  산림(LF) LHF user groups 38,997 ( 0.7%) 6,712

공동 산림(CFM) CFM groups 54,073 ( 0.9%) 19

종교림(RF) 종교단체 543   - -

정부 리 산림 DoF 3,431,056 (58.9%) -

보호구역 산림 DNPWC 600,000 (10.3%) -

사유림 개인 2,361   - 2,458

표 4-1.  네팔의 산림 리체계

자료: DoF(2013)

그림 4-2.  네팔의 CFUG의 수와 산림 면  동향

림 이용자 단체는 1만8,133개이며, 이는 인구의 35%를 대표하고 전체 산림의 

29%에 해당하는 170만ha를 관리한다(Subedi et al. 2014). 중산지대는 가장 많

은 111만㏊의 산림을 지역에 양도한 반면 데라이 지역은 31만4,000㏊, 고산지

대는 27만㏊가 지역림으로 양도되었다. 1989년 임업 분야 종합계획(MPFS)은 

전체 산림면적 583만㏊의 61%가 지역임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

서 55% 이상은 조림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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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Dumji Tatopani 지역림 

산림법 32조에 따르면 임대 산림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관, 산림기업이나 

지역에 임대된 산림이다. 이 관리체제의 목표는 황폐화된 산림 복구를 통해 산

림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약 3만9,000㏊의 산림

이 22개 행정구역의 4만가구를 포함하는 6,712개의 임대산림 이용자단체에 양

도되었다(DoF 2014). 임대임업 프로그램은 가난하고 땅 없고 소외된 산악 지

역의 가구들을 위한 생계 전략으로 이행되었다. 

공동산림 관리(CFM) 정책(2000)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수단으로서 CFM

을 정의하고, 그 안에서 산림은 생계수단, 경제적 기회, 그리고 생태적 균형 유

지와 같은 다양한 혜택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증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지

역 주민, 정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협력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데라이 지역에는 19개 공동산림 관리단체가 조직되었다(DoF 2014). 이 산림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용자들을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데라이 지역의 특정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 산림으로 양도되었다. 공동산림 관리의 주요 활동 주

체들은 데라이와 데라이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일하는 지역 산림 이

용자들, 지역 산림사무소, 지방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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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1993)은 종교림을 종교단체 또는 지역에 위탁 경영하는 산림으로 정

의하고, 35조에서 종교림의 개발, 보전, 이용을 설명하였다. 이 산림은 기관 또

는 종교단체에 할당되어 있고 그 이용은 종교 목적으로 제한된다. 

4. 지역임업의 지원 제도

지역임업은 ‘선실행 후정책’ 접근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발전하였다(Pokhrel 

and Paudel 2005). 네팔의 임업 정책과 법·제도는 일반적으로 혁신적이고 지역

임업을 성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Subedi 2006). 몇몇 정책, 계획, 법들이 

상호작용하여 지역임업을 규정하고 수립하였으며, 임업 자원은 생계유지와 상

업을 위해 이용된다. 가장 관련 있는 정책과 법은 <표 4-2>에 나타나 있으며, 

이 내용은 네팔의 지역임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이다. 

4.1. 임업분야종합계획(1989)

임업분야종합계획(MPFS)은 25년 동안의 산림정책과 계획을 제공하는 것으

로 1989년 공식 승인되었으며, 네팔의 임업 분야 주요 정책과 계획 문서로 남

아있다. 이 계획은 네팔에 지역임업을 제공하고 발전시켰다. 이 계획의 목표는 

연료, 사료, 목재를 위한 산촌 주민들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고, 농업 시스템

을 향상시키며, 토양, 물, 생태적인 균형을 보전하고, 유전자원과 생태계를 보

전하는 것이다(MPFS 1989).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개 주요 프로그램과 6개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다. 지역림과 사유림 임업 프로그램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

해 산림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목표로 하는 6개 주요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이 

계획은 산림을 관리할 의지와 능력의 범위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산림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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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 분야 종합계획 (MPFS) 1989

2. 국가보 략 1988

3. 제9차 5개년 계획 (1997-2002)

4. 제10차 5개년 계획 (2002-2007)

5. 네팔 생물다양성 략 2002

6. 네팔 환경정책  업무계획 1993

7. 임업 분야 환경 향평가(EIA) 가이드라인1995

8. 산림법 2049(1993), 산림규정 2051(1995)  개정법

9. 지방자치법(LSGA) 1998

10. 지방분권화법 1982

11. 환경보호법 1996, 환경보호규정 1997

12. 토양  유역 보 법 1982

13. 임업 분야 정책 2000

14. 지역임업 훈령 1995(  개정법 1999) 

15. 임산물 수집  매에 한 훈령 2000 

표 4-2.  네팔의 지역임업과 련된 법과 규정 

자단체에 양도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본 요구를 충족하기 위

해 임산물을 양도하고, 산림 관리 활동에 여성들과 빈곤층을 포함시키며, 공무원

들은 지도 서비스 제공자와 조언자로서 역할하도록 권고하였다(MPFS 1989).

4.2. 산림법(1993)과 산림규정(1995)

1993년 산림법과 몇 차례의 개정, 1995년 산림 규정과 1995년 지역임업 훈

령 그리고 그것의 개정법들은 지역림의 소유권, 지역임업의 구조와 행정 절차

를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Subedi 2006). 산림법과 산림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역림 이용자단체(CFUGs)들은 막강한 힘, 자치권, 스스로 수립한 산

림경영계획과 법의 결정에 따라 산림에 대한 보호, 관리, 이용에 관한 책임을 

가진 합법적이고 자치적이며 협력적인 단체이다. 비록 산지가 법적으로는 국가 

소유로 남아있지만, 모든 산림의 혜택이 CFUG에게 돌아간다(Pokhrel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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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 거버 스(self-governance)에 한 권리

지역사회는 자신의 의지, 능력, 습  권리에 따라 CFUG 구성의 권리가 있다.

지역림의 범 는 기존의 행정 이거나 정치 인 범 로부터 제한받지 않는다.

국가 산림은 산림과 가구 수에 상 없이 CFUG에 이양될 수 있다.

이용자단체는 계승되며, 독립 이고 자치 이며 력 인 단체로 인정된다.

정부는 심각한 산림 훼손이 발견된다면 CFUG를 해체할 수 있으며, CFUG를 재

구성할 수 있다.

CFUG는 언제든 운 원회를 선출하고 교체할 수 있다.

CFUG는 규정을 어기는 회원을 처벌할 수 있다.

CFUG는 언제든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2. 산림 리와 이용에 한 권리

지역사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산림의 면 에는 제한이 없다. 

회원의 단 는 개별가구이며, 모든 회원은 자원에 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CFUG는 산림작물과 함께 환 작물을 생산하여 산림을 최 으로 이용할 수 있다.

CFUG는 출을 해 융기 에 그들의 임산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CFUG는 어떠한 목 으로도 기 을 이용할 수 있지만, 산림 소득의 25%는 반드

시 산림 개발에 쓰여야 한다.

CFUG는 임산물의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시장에 매할 수 있다.

CFUG는 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CFUG는 어떤 기 으로부터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CFUG는 정부와 재정 인 수입을 공유할 의무는 없으며, 다양한 임업 는 비임

업 수단을 통해 창출한 모든 수입을 공동 기 으로 조성할 수 있다.

CFUG는 CFUG의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지역, 사람, 개발활동에 투자할 수 있다.

자료: Pokhrel et al. 2008; Acharya 2002; Kanel et al. 2005

표 4-3.  지역임업 련 법의 주요 내용 

2007). 지역임업과 관련된 법의 내용은 <표 4-3>에 나타나 있다.

법은 CFUG를 자치단체로 인정했고 이들에게 산림경영계획에서 제공되는 지

역림의 관리, 통제, 이용, 판매를 위탁했다. 산림법(1993)에 따르면 CFUG는 지

역산림사무소(DFO)에 등록해야 하고, 이 법은 자문기관, 감독기관, 규제기관으

로서 지역산림사무소의 역할을 설명한다. 따라서 지역임업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산림법, 산림규정, 그리고 그들의 개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지역임업의 이행을 위한 정부 기관들의 역할은 <그림 4-4>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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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임업  지역임업 련 정부 수행기   

정기적인 정책 계획, 임업의 이행, 관련 사안들은 산림·토양보전부(Ministry 

of Forests and Soil Conservation) 소관이다. 운영 책임은 5개 부서와 74개 지역

단위 산림사무소에 위탁된다. 지역기반 산림 관리의 관련 부서는 산림부

(Department of Forests)이다. 그 아래 지역임업과(division)는 국가 수준에서 지

역임업의 이행과 촉진을 직접 책임지고 있다. 

지역(district) 수준에서 지역산림사무소(DFO)는 CFUG의 형성을 장려하고 

산림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이들은 국가 산

림을 지역사회에 이양할 수 있는 주요 기관으로 사람들을 동원할 의무가 있고, 

CFUG의 활동을 모니터할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 조사, 산림 관리, 경영계획 준

비와 벌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 교육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지역임업을 지원하는 기타 정책과 법에는 지방분권화법(1982)과 그 개정법, 

네팔 국가보전전략(1988), 지역임업 훈령(1995)과 그 개정법(2002), 그리고 자

원관리의 지방분권적인 거버넌스를 강조하였던 지방자치법(1998) 등이 있다. 

유사하게도, 다른 정기 계획들과 기후정책(2011)은 지역 주민들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우선적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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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하나로서 지역임업을 강조하였다. 산림 보전과 관리에 지역 주민들의 참

여는 제6차 5개년계획(1980-1985)에도 포함되었고, 다른 정기 계획에서도 강조

되고 있다.

4.3. CFUG의 형성과 양도 절차

1993년 제정된 산림법은 CFUG 설립을 원하는 가구들의 집단이 이 법에 따

라 설립을 준비하여 지역산림사무소(DFO)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다. 지역산림사무소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새로운 CFUG는 산림사무소와 NGO

들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산림경영계획을 준비한다. 단체의 운영계획은 관리 

목표, 수행할 활동, 임산물 이용에 대한 규정 등을 반드시 기입한다. 원칙적으

로 CFUG는 관리계획서에 산림감독관이 정하는 수확량의 한도에서 어떤 임산

물을 생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고, 임산물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소득을 

분배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개발 활동을 위해 이 수익금을 이용할 수 있다

(Acharya 2002). 

정부는 1995년 지역임업 가이드라인과 그 개정안(2002)을 만들었고, 이것은 

CFUG를 형성하기 위한 명확한 단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산림사무소나 

NGO가 CFUG의 설립 절차를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한

다. 일반적으로 산림 이용자단체(FUG)의 설립 절차는 4~5단계를 거쳐 완성되

는데, 1단계는 임업 직원의 예비교육, 2단계는 이용자 신원 확인 및 가구 조사, 

3단계는 마을 수준의 소모임 회의, 4단계는 단체의 설립을 준비하는 총회 개최, 

5단계는 지역산림사무소의 단체 설립 허가를 포함한다. CFUG의 경우도 유사한

데, 산림경영계획을 완성한 후에 지역산림사무소에 제출한다. 산림경영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①산림조사(관리할 산림의 범위 조사, 지도 제작, 면적 계산) 

및 분석, ②마을 수준의 회의(소모임 회의), ③산림경영계획 개발을 위한 총회 

개최, ④산림경영계획 작성, ⑤계획서 제출과 허가의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산

림 관리단체의 등록 절차와 산림경영계획의 허가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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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CFUG 구성 과정의 총회   

4.4. 산림소유권과 자원에 대한 접근

지역임업의 개념을 발달시키기 전에 네팔의 산림자원은 공동재산 체계로 관

리되었고 개방적인 접근체계였다(Wallace 1988). 정부는 산림에 대한 관리권한

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절히 관리할 수 없었고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소유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산림은 공동 재산으로서 남용과 착취에 노출되어 있었다

(Wallace 1988). Karki(2008)는 정부의 권한이 약하고 통제되지 않은 산림이 있

었기 때문에 자원에 대해 개방적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개방적 접근의 비극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즉, 모든 사람들은 정부가 자원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접근을 제한받지 않았다.

따라서 1993년 산림법 개정, 1995년 산림규정은 지역림의 소유권과 소유 구

조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다루었다. 지난 30년 동안 정부 통치의 소유권과 이용

권은 점점 더 지방분권적 지역사회 통치의 산림 관리로 이동하면서 개혁되어 

왔다. 네팔의 지역임업은 긴 역사를 가진 소유권 개혁 모델의 하나이며, 국제적

으로도 지역임업에 관한 성공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Dahal and Adhikary 2008). 

이 법은 지역산림사무소가 국유림 일부를 이용자 단체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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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면서 이용자단체에게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개발, 보전, 이용, 관

리하고 임산물의 가격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여 임산물을 팔거나 분배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한다(Subedi 2006). 지역임업은 산림 이용권의 이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단체를 조직한 지역 주민들의 산림 관리 책임을 포함한다. 

각 가구는 멤버십을 부여받는 하나의 단위로 인정되고, 모든 회원들은 자원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산림 이용자들은 CFUG의 회원이 아닌 다른 사

람들을 산림과 산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그러

나 산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정부에 남아있다. 

4.5. 단체의 구조와 법적 형태

법은 CFUG를 자치단체로 인정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명시된 대로 지역림의 

관리, 통제, 이용, 판매를 위탁한다(GoN 1993). CFUG는 합법적으로 지역산림

사무소에 등록되고 자치기관으로 여겨진다(Subedi 2006). CFUG는 산림 근처

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단체나 이러한 단체의 회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직된다. 산림 가까이에 거주하는 이 단체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배경에 

따라 조직되고, 그들은 에너지, 식량, 다른 농업 수단을 산림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회원 단위는 개별 가구이다.

초기 지역임업의 근본 목표는 황폐화된 산림을 보호·복구하고, 새로운 산림

을 조성하는 것이었다(Gilmour et al. 2004).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이용

이 지역임업의 중심 목표일지라도 가난과 관련된 성과를 발생시키고 극심한 

가난을 감소시키는 레니엄 개발 목표(MDG)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CFUG는 정부 또는 비정부 산림 기술자들의 지원을 받아 단체의 설립과 경

영계획을 준비하고, 양도된 산림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산림경영에 대해 결

정하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Acharya 2002). 일단 산림이 양도되면 CFUG는 

5년이나 10년마다 그들의 경영계획을 갱신해야 하지만 이용권을 유지하는 데 

제한은 없다. 지역산림사무소는 CFUG가 그들의 산림경영계획을 수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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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CFUG의 구조   

산림법의 조항을 준수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또는 환경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행동을 취할 경우 CFUG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새로운 지역림을 

재개할 수 있다(Subedi 2006).

1993년 산림법은 CFUG가 자치단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였기 때문에, 

CFUG는 산림 관리와 이용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는다. 네팔 

정부는 헌법과 산림경영계획에 기반한 지역임업 발전 가이드라인(1995)과 개

정법(2002, 2008)을 개발했다. 구조적으로 산림 가까이에 거주하고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개별 가구는 CFUG의 회원이 될 수 있다. CFUG는 회원들의 합의 또

는 선거를 통해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이들은 성(gender)과 다른 사회단체들

을 대표한다. 일상 활동들은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회의

는 한 달에 한 번 개최되며, 지역임업 총회는 적어도 일 년에 한번 개최된다. 

하나의 지역임업(CF)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단체들을 포함하며 지역임업 개

발 가이드라인은 집행위원회 구성과 대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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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라인은 집행위원회의 50%가 여성의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였으

며, 반드시 토착민, Dalits(사회적으로 배척된 단체), 빈곤층, 소외계층들을 지역

임업 집행위원회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회장 또는 사무국장은 

여성을 임명해야 한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은 빈곤층과 산림에 의존성이 높은 

단체들이 산림보전과 관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향상시키도

록 소모임 조직을 권고한다. 개별 회원들은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CFUG는 그들의 결정에 따라 동등하게 회원들에게 임산물을 분배한다. 

임산물 수익은 산림 관리자들에게 돌아가지만, 예를 들어 지역사회가  커피

나무(Shorea robusta)와 아까시나무(Acacia catechu)를 지역림 외부에 판매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수익의 15%는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CFUG는 수익의 35%

는 빈곤퇴치, 25%는 산림보전, 25%는 지역사회 개발, 나머지 15%는 기타 활

동에 분배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의 분배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많은 사회적 이익이 지역임업으로 실현되어 왔다. 지난 30년에 걸쳐 네팔의 

지역임업은 혁신적이고 사람중심적이며 효과적인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성공 

모델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배척된 사람들, 여성과 토착

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농촌 은행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원으로서 역할

하여 왔다(Charmakar 2007). UNEP(2010)는 네팔의 지역임업이 리더십 개발에

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와 계획 및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 혜택 공유

를 위한 분배 메커니즘, 참여적 거버넌스와 그것의 평가, 지역사회 수준의 민주

적인 활동 강화에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네팔의 지역임업은 새로운 차원의 이익 

기회로서 탄소 지불과 같은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에 참여하고자 한다.

4.6. 지역임업의 한계와 도전

지역임업은 일반적으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적절한 사회적 단체를 정의하

며 지역사회시스템, 경영계획절차의 제도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네팔의 지역임업은 가장 진보적인 정책과 규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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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역 주요 특성

정책 규정 상업  생산, 기업, 시장과 련된 실  격차와 모순

복잡하고 엄격한 규정( 지, 허가, 로열티 등)

지나치게 료주의 인 차

정책 형성 과정에서 이해 계자들의 낮은 참여와 향

정책 이행의 왜곡 지역사회와 정부기  사이에 심과 가치 충돌

지  추구(rent seeking), 지나친 이익 추구

규정 해석에 한 재량

단체보다는 회장 는 원회에 한 엘리트 우월주의

지역사회 특성과 기반 인식이나 동기 부여의 부족

부족한 기술  역량

불공평한 사회  구조

멀리 떨어져 있는 물리 인 거리

부 한 이해와 연구 합법 인 지역사회 요구와 리 역량

기업을 지향하는 임업

빈곤퇴치와 지역개발을 한 산림자원의 경제  잠재력

지속가능한 생산 리를 한 종 특이성 정보에 한 지식

부 한 기술 지원 정부서비스의 수, 동기 부여, 역량

제한된 NGO와 이해 계자 사이의 사업조정의 한계

자료: Subedi(2006).

표 4-4.  지역사회의 효과 인 지역임업 리를 해하는 요소

구하고 대부분의 CFUG들은 지역임업의 최저 생활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

음이 발견되었다. 많은 경우에 산림이 지역사회의 최저생활 요구를 충족시키기

에 충분히 넓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는 임산물의 이용과 판매를 위해 

계속해서 인근에 있는 산림에 방치되어 버려진 임산물을 채취하였다.

지역산림(CF)으로부터 목재와 비목재임산물의 이용과 거래에 대한 제한은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했다. 기존 정책규정은 최저 생활수준을 넘어 산림경영

과 이용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지역임업에 대한 투

자는 점차 저하되었다. 정부의 법안과 결정들도 CF회원들의 산림이용권을 제

한하여 CF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약화시킨다. 지역사회가 생산을 향상시키고 자

신의 산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만드는 것을 제한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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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4-4>에 나타나 있다.

이 요소들은 5개 범주로 구분되지만, 이 요소들이 서로 개별 범주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흔히 이 요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거나 시너지 작용을 일으키면서 지

역사회가 그들의 산림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저해하는 결과를 불러 일으

킨다. 따라서 경관 단위로 지역임업을 결집시키는 것, 기업 개발, 소득 창출에 

기반한 생태계 서비스 등은 지역임업이 경관을 관리하고 빈곤층 생계를 향상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 기회이다. 따라서 지역임업에서 이러한 것들을 

장려하는 정책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5. 활동 주체와 협력

5.1. 활동주체

네팔의 지역임업은 더 이상 사업이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제한되지 않는

다. 이것은 외부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되는 대규모 시스템이 되었다. 

CFUG들은 지역 발전의 수단이 되었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중요한 지역단체이

다. 지역임업 과정의 경험은 그 과정에 참여한 활동 주체들에게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으며, 지난 32년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역임업은 산림이 제공하는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기능과 가치 때문에 많

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산림의 가치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인 수준에

서 CFUG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가진다. 다양한 연구들은 지역임업의 이해관계

자를 국가, 시민사회, 민간부문, 기부자로 구분하고 있다(Hobley 2004; Dahal 

1996). Devkota(2010)는 지역임업에 관심이 있고 지역임업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개별 또는 집단 기관으로서 이해관계자를 정의

하고, 지역임업 과정을 수행하거나 촉진시키는 산림 이용자, 산림자원 채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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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계자 유형 시 역할

정부 자연자원 련 의회 원회, 

내각, 산림부와 산하기 , 

국가계획 원회

정책개발

정보  자  제공

기술 지원  자문서비스

지역개발 원회(DDC), 

마을개발 원회(VDC), 지자체

력  네트워크

인 라 개발

옹호  지도서비스

이용자

이용자단체

원회

이용자단체 연합

산림이용자

산림이용자 단체

산림이용자 단체 원회

참여와 노동력 제공자

지역  통지식 보유자

토지  산림 리

지역사회 개발

산림이용자 단체 연합 는

네트워크

옹호  로비

회(NGO's) 임업인 회 서비스 제공자

이해 계자의 상

홍보, 자문과 기술지도, 로비, 

역량 강화

국제  NGO, 국가 NGO, 

지역 NGO, CBO

정보 제공

이해 계자 역량 강화

법 ·정치  자문

자  조달, 연구  교육

기부자 다자 는 양자 자 지원기 정보 제공

자  지원

법 ·기술    지원

역량 강화, 연구  교육

자료: Devkota(2010).

표 4-5.  지역임업에서 이해 계자와 그들의 역할

정책 입안자, 서비스 제공자를 이해관계자라고 주장하였다. 

이해관계자는 크게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 이해관계자는 특정한 지역임업을 형성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들은 직

접적인 산림 이용자, 위원회, 산림이용자 단체, 부위원회 등의 역할을 할 수 있

다. 외부 이해관계자는 정부 산림기관, 이용자 네트워크, NGO, 기부자, 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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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같은 지역임업 외부에 놓여 있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들 사이의 차이는 그들이 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거나 긍정

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냐는 것이다(Grimble 1998). 지역임

업을 고려할 때 포함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지역사회, 정부, NGO 

등 다양한 수준의 참여는 지역임업 성공에 필수다.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에 따라 지역임업의 내용도 다양해지는데, 이해관계자들은 정기적인 소득을 창

출하는 지속가능한 시업 구축에 관심이 높다. 

  이들은 산림이 오래도록 지속되기 위해 또는 불법 활동을 줄이기 위해 또는 

생태관광을 추진하거나 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충분

히 보호될 것을 보장한다.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단체들은 지역사

회 밖에서 지역 주민들의 산림자원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Peluso 

et al 1994). Barrow et al. (2002)는 국가가 때로는 다른 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연한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산림 관리와 다른 단체들의 다양한 형태의 

이용 허가에 우세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임업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이해관계자들은 <표 4-5>에 나타나 있다.

더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처음에 지역산림사무

소(DFO)의 직원(주로 산림감시원과 통제원)은 지역임업 과정을 촉진시키고 지

원하면서 CFUG와 함께 일하는 주요 활동 주체로 여겨졌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는데, 초기의 임업공무원 집단이 지역임업에서 자신

의 경력을 추구하였고 관련된 기능과 태도를 향상시켜 왔던 결과다. 따라서 그

들은 산림부(DoF)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진적인 기관의 변화, 가장 중요하

게는 정책 개발에서 자문과 지원 역할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법과 규정

에 따라 지역임업의 산림경영계획과 규정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책임있는 단체

로서 지역산림사무소와 지역산림 집행위원회가 산림법(1993)과 산림규정

(1995) 이행에 권한을 가지면서, 그들은 지역임업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이해관

계자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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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지역임업에서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치 

5.2. 파트너십

1993년 산림법과 1995년 산림규정 시행 이후, 지역임업 프로그램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 이후에 CFUG가 요구하는 필수 지원과 서비스를 공급하기에는 

지역산림사무소 직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NGO의 서비스 제

공이 선택사항인 때문이었다. 199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의 구역을 둘러싸고 네

팔의 무력 분쟁이 확대되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서 직원들의 움직임을 제한하

게 되었고 지역산림사무소 직원의 수적 한계를 악화시켰다. 서비스 공급의 격

차를 막기 위해 NSCFP는 네팔의 지역임업 분야의 다자간 협력 접근방식을 추

진하였고, 이를 통해 NGO들은 산림이용자 단체에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산림사무소와의 기존 파트너십에 합의를 계속할 수 있었다

(NSCFP 2007). 이것은 세 주체의 합의를 이끌었는데, 여기서 서비스는 정부기

관과 비정부기관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CFUG에게 제공되었다. NSCFP에 따

르면, 다자간 협력 접근 방식에 대해 지역산림사무소는 처음에는 일부 미심쩍

은 시각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분쟁기간에 지역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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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SCFP(2007).

그림 4-8.  지역임업에서 다자간 력 근방식

사무소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높게 평가하게 되었다. 사실 사업

지역에서 지역산림사무소는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을 수행하는 데 서비스 제공

자들을 활용한 측면이 있다(NSCFP 2007). 

지역임업의 협력적 접근방식은 특히 그들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

한 지역단체나 기관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기부자들에게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다른 파트너들의 참여 없이 CF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수용할 수 없다고 여겨졌다. 

지역임업의 동태적 진행은 수많은 변수와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으로 가능해

진다<그림 4-7>.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네팔 지역임업에서 

다자간 협력이 시작되었다. 다자간 협력은 프로그램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임업의 초기 이행단계에 지

역산림사무소(DFO)의 역할은 CFUG에게 투입(input)을 제공함으로써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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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이라 여겨졌다. 사업의 역할은 주로 DFO를 지원함으

로써 이러한 관계를 촉진시키려 시도하는 것이었다. DFO와 CFUG 사이의 관

계를 파트너십이라 부르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DFO가 CFUG

에 상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불공평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비록 산림행정

과 CFUG의 관계가 강할지라도 권력이 동등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관계이다(NSCFP 2007).

현재 네팔－스위스 지역임업 프로젝트(NSCFP)의 협력적 접근방식은 더 진

보했고, 여기서 CFUG는 NGO, 전문가협회, 민간 컨설턴트, FECOFUN, CFUG 

그들 자신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 프로젝트는 소규모 프로젝트와 자

문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들이 기술적, 제도적, 역량 강화, 능력 개발, 소득 창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산림이용자단체에 제공하도록 활용한다. 이러한 접근방식

은 산림 관리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서비스 수단을 

CFUG에게 제공하였다는 가르침을 준다. 협력적인 접근 방식은 현실을 잘 정

보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 접근 방식의 중요한 특성은 산림 이용자들과 그들

의 단체의 요구와 수요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산림행

정이 지원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또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을 이용한다는 

인식은 여전히 남아있다(NSCFP 2007). 지역임업의 다자간 협력 접근방식은 

<그림 4-8>에 나타나 있다. 

6. 자원

네팔의 전체 산림과 초지 550만㏊에서 170만㏊의 산림은 네팔 인구의 35%에 

해당되는 1만8,133개의 CFUG가 관리하고 있다. 지역임업이 수행되는 170만㏊의 

65%는 중산지대, 16%는 고산지대, 19%는 데라이 평야지대에 있는 CFUG에 양

도되었다. 지역임업에서 자원은 산림자원, 자금, 지식과 정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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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NSAB Report(2013).

그림 4-9.  네팔의 지형지역별 산림 탄소고정량(톤)과 추세

6.1. 산림자원

네팔의 산촌 주민들은 땔감과 목재, 초지, 사료, 침구 원료 등의 형태로 시스

템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을 산림에서 얻고 있다(Uprety 2001). 보통 산림

자원은 중산지대에서는 농업시스템과 통합적인 부분으로 남아있지만, 결과적

으로 산림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떼어 놓을 수 없다(Maharjan 

1998). 네팔 중산지대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농장, 비목재임산물, 땔감, 사

료작물, 목재 등 산림자원에 더욱 의존한다. 지역 산림은 생업 경제에서 중요한 

공급에 기여하게 되면서 기반이 되었다(Rasaily 2006). 

지역임업은 생태적인 구역에 따라 특이성을 보인다. 고산지대와 히말라야에

는 여름에 초지를 이용하여 기르는 가축과 비목재 임산물이 매우 풍부하다. 이 

지역들은 자동차로 쉽게 접근할 수 없으므로 목재 판매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 지역은 참나무류(Quercus species), 진달래 군락, 다른 침엽수종을 포함하는 

산림이 일반적이다. 중산지대의 주요 지역들은 자동차로 접근할 수 있으며, 비

목재 임산물과 목재가 풍부하다. 소나무류(Pinus roxburghii), 오리나무류(Alnus 

nepalensis), 메 잣밤나무류(Schima-Castanopsis)와 같은 나무가 매우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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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CFUG 수 수입 지출 순수익
CFUG당 
평균수입

CFUG당 
평균지출

고산지 2,861 428,571 183,673 244,898 150 65

산지 12,883 4,673,469 2,867,347 1,806,122 363 222

데라이 2,065 11,020,408 8,867,347 2,153,061 5,336 4,294

합계 17,809 16,122,449 11,918,367 4,204,082 905 669

자료: DoF(2013).

표 4-6.  주요 생태지역의 CFUG의 연간 수입과 지출

단 : USD

따라서 지역임업은 임산물의 원천이자 환경보호 수단이다. 지역임업의 주요 혜

택은 소득창출 활동을 할 수 있는 땔감, 사료, 목재, 낙엽 등이다. 데라이 지역

에는 우점종으로 커피나무(Shorea robusta)를 가진 산림이 풍부하다. 이 지역에

서는 목재, 땔감, 초본, 낙엽 등이 유명하다. 

네팔 지역림은 탄소고정을 포함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관리하고, REDD+나 

다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ES)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ANSAB 

(2010~2013년)의 연구는 기후변화의 역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네팔 산림(데라

이 저지대, 중산지대, 고산지대)이 연간 2.64tC/㏊/yr의 증가율로 236만243톤의 

산림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잠재력뿐만 아니라 탄소 거래를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유사하게도 세 곳의 유역에서 추진한 REDD+ 시범

사업에 의해 얻어진 정보는 지역임업이 주민들의 기본 요구를 수행하면서 탄

소고정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사한다.

6.2. 자금 지원

지역임업은 스스로의 자금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단체이

다. CFUG는 회원들의 회비, 임산물 수입과 로열티, CFUG 회원들이나 외부인

들이 불법활동을 했을 때의 벌금 등 지역림 경영계획에서 언급된 다양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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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자금을 축적한다. 주로 임산물을 산림경영계획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판

매함으로써 수익을 획득한다. 

<표 4-6>은 CFUG들의 연간 소득이 15억 8,000만 네팔 루피(NR)에 달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11억 7,000 루피를 지출했는데, 대부분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순수익은 4억 1,200만 루피였다. 데라이 지역

의 CFUG들은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한 반면에 고산지대의 CFUG들이 가장 

적은 수익을 창출했다. 에너지 원료와 다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가 사람들의 생계에 기여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네팔에서 지역임업이 설립된 후 많은 기부 프로젝트들이 수익창출과 산림보

호의 미미한 성과에 신경쓰지 않고 산림행정을 돕고자 하는 의사를 보였다. 또

한 임업과 자연자원 관리 분야에서 기부자들의 지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

다. 기부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들은 CFUG를 형성하는 데 산림 직원

을 훈련하는 것, 적절한 산림경영계획을 준비하는 것, CFUG의 회원들에게 제

도적·생태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트레

이닝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활동들을 지원하였다(Pokhrel et al 

2007). 따라서 지역임업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6.3. 지식과 정보

지식과 정보는 곧 힘이다. 지식과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인식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임업을 성공적으로 빠르게 확대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지식과 정보의 원천은 지역림 이용자단체, 연구기관, 대

학, 정부 또는 비정부 기관이다. 대학과 훈련기관들은 임업 분야에서 학습과 훈

련 코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식과 역량을 만들었다. 공식적인 임업 교육을 통해 

임업 전문가들은 산림 관리에서 요구되는 지식, 태도, 가치, 실력 등 기본 자격

을 획득할 수 있다(Rebugio and Camacho 2003). 대학과 연구기관은 지역림 관

리를 향상시키는 세 가지 유형의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자문, 정보 및 지식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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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역량강화 또는 인적자원 개발이다(Devkota 2010). 

훈련받은 인적자원은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전통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생성하며, 지역임업의 지식과 정보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

행하였다. 연구기관의 역할은 지역임업 시업을 하는 임업 전문가를 훈련시키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술 지원을 하며, 참여 임업의 다양한 양상에서 현장 기반의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임업의 발달을 위해 지지자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는 지역임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데 이용된다. 지역임

업의 시작 단계부터 이러한 분야에 일해 왔던 많은 조직들이 있었다. 지역 주

민들의 활동 참여를 통해 다양한 생태 지역과 개발 지역의 지역임업 프로그램

을 시범 시행하거나 수행할 때, 이 조직들은 프로그램과 연구보고서 형태로 지

역임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6.4. 전달체계

1990년대 초반 네팔에는 대부분의 기부자단체들이 직접 지역사회와 일하면

서 스스로 계획한 임업과 자연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정부는 산림 관료시스템을 통해 자금 기부의 채널을 만들려고 

하였다. 임업 분야의 모든 해외원조와 자금 지원을 위해서 국가 수준에서 정책 

가이드라인을 가졌지만, 해외원조의 극소수가 직접 지원을 성사시키고 있었다

(Devkota 2010).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생계수단 발생과 

연구 등은 국제 NGO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대부분의 국가 NGO와 지역 NGO

들은 국가, 그리고 마을 수준에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독립적으로 정부의 파트

너로서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Devkota 2010). 그러나 산촌이나 외딴 곳의 

지역 임업은 더 많은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자금, 지식과 

정보는 두 개의 구별된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된다.

첫째는 정부 채널이다. 정부는 지역임업 발전을 위해 자금과 지식과 정보를 

모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임업의 정보를 모으고, 자금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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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정보를 다시 지역임업으로 전달하는 자신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의 자금을 전달하고자 하면서 기부자들은 정부 채널을 통해 자금을 제

공하였다. 비슷하게 만들어진 지식과 정보도 미디어를 통해 지역림 이용자들에

게 전달되거나 분배된다. 이 미디어는 지역임업 정보를 전파하는 데 포함되는 

다양한 수단의 의사소통체계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텔레비전, 라디오, 국가나 

지방의 일간지 또는 주간지 등이다. 게다가 정부는 스스로 또는 기부자의 도움

으로 책, 소책자, 전단, 포스터, 팸플릿의 형태로 자료들을 배포하였고, 이것은 

네팔의 지역임업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지식은 훈련과 

회의, 워크숍, 토론, 실증과 견학 등을 조직하면서 이전되었다. 

둘째는 NGO, 연구기관, 대학이다. 시민사회조직들, 연구기관, 대학들은 기관

들의 특성에 따라 지식과 정보, 자금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

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론매체, 출판, 훈련, 

회의, 워크숍, 공식 또는 비공식 토론, 실증과 견학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금, 

지식, 정보를 전달한다.

7. 과정

7.1. 네팔의 지역임업 정책 담론

CFUG는 네팔의 동등한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현재 지역임업 이용

자단체는 지난 30년 동안 정책적 담론과 혁신의 결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

역 기관이다. 지역임업의 정책적 담론은 점차 보전과 목재 중심의 관리에서 환

경서비스 지불제(PES)로 옮겨가고 있다<그림 4-1>. 

1970년대 우세한 담론은 엄격한 보전에 집중되어 있었고, 1980년대에는 주

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 1990년대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의 일부를 양

도하는 것, 2000년대에는 지역의 생계와 임업의 연계,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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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이익의 이용, 특히 2000년대 중반 이래로 탄소 이익에 집중되어 왔다. 정

부의 임업에 대한 접근방법을 알 수 있는 보고서(2010~2013년 3개년 계획)는  

환경 서비스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환경서비스 지불제를 위한 정책과 제

도 개발을 추구한다(GoN 2010). 그러는 동안에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산림탄소 

파트너십 기구(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가 출범하면서 탄소 거래, 특

히 개발도상국의 REDD+사업은 지난 5년에 걸쳐 산림 관리 논의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Banjade 2012). Banjade (2012)는 임업 부문의 담론이 정부, 기

부자, 다른 개발기관의 계획에서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Brennan et al. (2003)에 따르면, USAID 산림 프로그램의 쟁점은 1970년대까

지 조림이었으나 1980년 중반에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 산림 관리로 옮겨졌

고, 최근에는 환경 서비스(탄소 고정, 유역 보호, 토양 보전 등)와 산림 인증으

로 이동했다. Banjade (2012)는 지난 10년(2001-2011년)을 3개 시기로 구분하

였는데, 1기에는 참여적 거버넌스와 산림 관리, 비목재임산물에 초점을 맞추었

고, 2기에는 빈곤 퇴치와 산림 소유권을 강조하였으며, 3기에는 REDD+와 기

후변화, 환경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7.2. 참여와 갈등관리

네팔의 지역임업(CF)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잘 문서화되고 반복가능한 성

공적인 공동재산 자원관리 전략이다. 이전에 지역임업은 지역 주민들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땔감, 사료, 풀, 낙엽 등 임산물과 기타 농업활

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물의 이용자는 지역주민들이다. 그

러나 생태계 서비스와 탄소 고정 편익을 말하는 동안 세계는 기후변화의 부정

적인 효과를 완화하고 적응하는 방안으로서 산림에 관심을 가졌다. 산림규정, 

기후 정책과 주기적인 계획은 지역임업이 산림을 보전하고 관리하며, 임산물에 

대한 지역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적응하는 가장 좋

은 선택방안의 하나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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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역림의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지역임업은 

산림자원에 다양한 관심을 가지거나 의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단

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지역임업은 산림 관리, 이익 분배, 역사적으로 산림 관

리 시업을 독점했던 엘리트들 때문에 발생하는 배제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

을 일으킬 수 있다.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소외받는 계층들과 여성은 산림에 

대한 접근과 의사결정, 이익 분배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지역림 이용자들이 보고하는 바에 따르면, 지역림 내부 또는 지역림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회원들과 함께 하는 참여적 태도로 해결될 수 있다. CFUG들

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림에서 발생하는 갈등관리에 소비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 산림 기술자나 산림부 공무원들의 중재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모든 갈등은 관리된다. Pokhrel and Paudel(2005)은 지역임업 덕분에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과 소외지역의 주민들, 여성들이 집행위원회에서 입지

를 확대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CFUG는 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소득 창출 

활동과 지역임업활동에서 모든 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증가시키는 이익 분배 

활동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켰다. 기술적인 가이드라인, 자금 지원, 임산물

과 시장의 연계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아가 CFUG들은 지역산림사무소

(DFO), NGO, 가공업체, 거래업체와 그들의 연합, 기타 지방정부기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지역림이 아직까지 FSC산림 관리 인증을 받아들인 곳은 거

의 없지만, 유럽이나 미국으로 인증받은 상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

른 지방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산림 이용과 불법활동을 통제하고 그 지역의 

녹색 발전을 늘리고 있다. 

7.3. 모니터링과 평가

네팔의 지역임업은 산림 관리의 사회·경제·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접근방식으로 인정받는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네팔의 지역임업에 

대한 일부 경험연구는 지역임업이 산림 보호와 재생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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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다(Tachibana and Adhakari 2009; Nagendra et al. 2008; Gautam 2006; 

Thoms 2006; Subedi 2006; Pokharel et al. 2005; Karna et al. 2004; Rana 2004; 

Chakraborty 2001; Web and Gautam 2001; Branney and Yadav 1998). 동시에 

현재 지역임업과 같은 산림 관리 방식이 2차 이슈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인식

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거나 지역림에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Acharya 2004). 산림의 상태가 개선된다는 것은 생물다양성 또한 증

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지역임업 시업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NSAB는 지역임업에서 

참여적인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여기에서 생물

다양성의 건강,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 생물다양성 증가 요소들은 지역 수준

에서 모니터되고 있다. 이러한 시업은 지역임업이 상업적으로 그들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자원을 추출한 다음에 시행되었다. 

지역임업 프로그램은 산림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갖는다. 

산림의 성장 또는 향상에 대한 FUG의 업무 계획에 나타나 있는 목표는 생물다

양성의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직‧간접 수단을 통해 산림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조림 시업, 임분 동태, 산림 갱신 등의 기술적인 이슈, 그리고 

집행위원회 구성원들의 의무와 책임, 자원 이용에 대한 규칙과 처벌 수단 등 

절차 이슈에서 매우 강조된다. 직접 수단은 보전을 위한 산지의 분배, 다양한 

산림 관리 활동(조림, 산림감시, 산불지역 지정, 바이오 가스 향상 등)을 위한 

FUG 자금이 포함된다. 간접 수단은 접근 제한, 임산물 수확량 제한, 세부 기술

적 조사 요구, 구역(block) 기반의 산림 관리시스템, 지역임업 절차에서 이해관

계자들의 생태적인 관심을 북돋우기 위한 엄격한 모니터링과 허가 등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임업이 그들의 산림과 생물다양성 관리활동을 일간, 월

간, 연간으로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좋은 방법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CFUG는 산림기술자들의 기술 지원을 통해 5년 또는 10년마다 산림조사 방법

으로 산림의 상태를 모니터한다. 산림조사는 전체 산림과 ㏊당 산림을 기준으

로 수종, 번식, 종 보유량, 평균 연간 생장량 등을 분석한다. 게다가 번식과 산

림 생장량에 기반하여 CFUG는 산림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산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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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허용될 수 있는 벌채량을 결정한다. 산림조사 결과는 CFUG 회원들과 공

유하고, 회원들에게 산림 상태의 개요를 제공한다. 평가에 기반하여 산림경영계

획은 수정된다. 유사하게 CFUG는 그들이 지역임업으로 경영하는 산림이라는 

것을 수용하면서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모니터링과 평가에 관련된 규정은 관리

계획과 CFUG의 내규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이에 부응하

여 이 계획을 이행한다. 산림과 생태계를 모니터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산림 

감시자의 배치, 집행위원과 산림 이용자들의 윤번식 순찰활동, 규정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불법 활동 신고자에 인센티브 마련 등의 활동을 한다.  

CFUG는 산림 관리와 개발 활동의 규모와 강도에 따라 모니터링 분과위원회 

또는 분리된 대책본부 또는 집행위원회 자신을 통하여 매일 활동을 모니터하

는 메커니즘을 가진다. 지역임업 집행위원회는 산림경영계획에 기초하여 월간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에 처리해야 할 활동들을 결정하기 위해 매달 조직된

다. 회계 감사는 CFUG의 활동이 옳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추적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매년 수행된다. 이미 FSC로부터 산림 관리 인증을 획득하거나 

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산림은 산림의 위협 요인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지속가능한 산림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의 작업 규모와 강도를 줄

이는 행동 요령을 개발한다. 

이에 부응하여 산림 모니터링, 산림 관리, 지역사회 개발활동 모니터링, 회계

감사의 결과는 총회를 조직하여 모든 CFUG 회원들 앞에서 발표된다. 또한 이

것은 대중적인 감사로 여겨질 수도 있다. CFUG 회원들의 피드백과 전년도의 

활동에서 일어났던 실수들에 기초하여 CFUG의 차년도 계획은 수립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그들은 처음 산림경영계획 이행기간으로부터 얻어진 모든 배움을 

기반으로 산림경영계획과 내부규정을 재검토하고 수정한다. 

CFUG는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FUG의 활동에 

계속 참여했던 DFO에게 연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임업의 또 

다른 매력은 다양한 단체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직‧간접 방법으로 지역임업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 관

리 활동의 계획, 모니터링, 평가 과정에서 CFUG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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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키려 노력하고, 다른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지역 정부기관들 앞에서 

CFUG 회원들과 그 결과를 공유한다. 개선의 여지가 많지만 이것은 CFUG가 더

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고, 신뢰할 만한 시업을 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8. 결론

네팔의 지역임업을 분석하면서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적절한 정책과 정책결정 과정이 보장되고 잘 지켜진다면 CF는 산림자원을 보

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자원관리방법이다. 현장에서 정책을 설명하

기 위해 엄격한 제도구축과 제도개혁 절차를 통해 신뢰와 정직, 실행자 사이의

적절한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임업에 정부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 중

요하다. 정책 개선과 CF의 개편 과정은 학습과 경험, 지역에서 제기되는 이슈

에 기초해야 한다. 

둘째, CFUG는 생계와 상업 목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산림을 관리하는 효과적

인 제도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부자와 빈자, 남성과 여성, 소외계층, 원주민과 기

타 카스트 그룹과 함께 빈곤과 사회 차별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트

들이 보다 책임을 가져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위 그룹에 조직되어 산림자원

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산림기업의 시장경제에 편입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보장하고 극빈 가계를 돕기 위한 가장 적절한 전략이다. 

셋째, CFUG는 NGO와 지방정부, 민간 부문과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의 생계 유지와 농촌개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실행가능한 지역제도가 

될 수 있다. 게다가 CF는 지역주민에게 임산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지역－국

제시장을 다루는 생태계 서비스를 통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좋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엄격한 제도, 참여와 투명성이 CF를 통한 지속가능

한 산림경영 실현에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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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필리핀의 지역기반 산림 관리9

1. 서론

필리핀에서 지역기반 산림 관리(CBFM)는 산림에 의존적인 가구, 지역사회, 

공유림 근처에 살고 있는 토착민에게 산지와 산림을 보호, 복원, 관리, 보전, 이

용하도록 권한을 위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

역임업이라는 틀에 있는 지역기반 산림 관리와 그 전신들은 인간 중심의 임업

이라고도 불린다. 

필리핀에서 지역기반 산림 관리의 도입은 3단계로 구분된다. 제1기

(1971~1980년)는 정부가 3개의 주요 인간 중심의 임업 프로그램, 즉 산림 점유 

관리(Forest Occupancy Management, FOM), 재조림에 대한 가족 접근(Family 

Approach to Reforestation, FAR), 공동 양묘장(Communal Tree Farming, CTF)

을 채택했던 시기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수혜 지역은 이 프로그램들이 재

조림 사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었을 뿐 산림 관리의 파트너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고지대에서는 정부의 내

 9 Leni D. Camacho(Professo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Los Banos)에 의뢰하여 작

성한 원고를 번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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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산림면  (백만㏊) 산림률 (%)

1575 27.5 92.0

1863 20.9 70.0

1920 18.9 64.0

1934 17.8 57.3

1970 10.9 36.3

1980 7.4 24.7

1990 6.7 20.7

2003 7.2 23.9

자료: Forest Management Bureau(FMB); DENR(2005).

표 5-1.  필리핀 산림면  변화

란 대응을 위한 대책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제2기(1981~1989년)는 통합과 합병 시기이다. 지역사회의 실질 소유권을 인

정하는 통합적‧사회적 산림 프로그램(Integrated Social Forest Program: ISFP)과 

지역임업 프로그램(Community Forestry Program: CFP)이 시작되었다.  ISFP에

서 산림 이용자들은 오직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할 때 25년 동안 산림자원, 특

히 목재를 관리하고 이용할 권리를 위임받았다. 반면에 CFP는 지역사회가 25

년 동안 사회적·기술적으로 적절한 상태에 있는 산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도

록 허락했다. 평가, 설계 방법론, 사업 이행에서 주민참여 접근방식은 이 시기

에 매우 인기 있는 방법이었다. 

제3기(1990년부터 현재까지)는 확장과 제도화 시기이다. 지역임업이 성장하여 

황폐화된 유역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소유지 등 1, 2차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토지이용 유형들을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국제 원조기구들의 지원과 비정부기

구(NGO), 지방정부기관(LGU), 학계, 기타 기관들의 참여 역시 이 시기에 눈에 띄

게 달라졌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Ecologically Sustainable Development: 

ESD) 전략에 대응하여 정부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 E.O.) 제263호(1995년 

7월)와 시행규칙, 그리고 환경·자연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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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ENR(2014); Pulhin et al.(2008).

그림 5-1.  산림면 , CBFM  벌채 양도 면  동향

Natural Resources:, DENR)의 행정명령 제96-29호(1996년 10월)을 통해 지역

기반 산림 관리(CBFM)를 채택하였다. CBFM은 고산지대 산촌의 지속가능한 

임업과 사회 평등을 향상시키는 국가전략이다. 이것은 기업들의 벌채 계약의 

중단과 지방자치권의 인정 및 강화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는, 산림 관리에서 중

요한 움직임이었다<그림 5-1, 표 5-1>. CBFM은 공유림의 38%를 다루었으며, 

지역기반 산림 관리 협정(CBFM Agreement, CBFMA)이 맺어진 160만㏊의 산

림을 포함하여 다양한 토지권리 수단의 형태로 발생된 470만㏊에 대해서도 적

용되고 있다(FMB 2014). 약 69만가구가 CBFM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표 

5-2>. 현재, 필리핀의 지역임업 프로그램에는 4개의 주요 토지 이용 수단이 있

다. 

지역기반 산림 관리 협약(CBFMA): 환경·자연자원부(DENR)와 지역사회에 

의해 설립된 협회, 협동조합, 연합, 기타 합법단체가 될 수 있는 참여적 주

민조직(participating People’s Organization, PO) 사이에 맺는 생산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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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지
(수)

보호구역
(㏊)

토지사용권 
지역(㏊)

수혜자
(가구수)

PO
(수)

Philippines 5,503 5,969,522 4,904,116 690,691 2,877

CAR
1 461 719,815 684,435 33,455 79

  1. Ilocos Region 297 99,809 88,199 23,754 272

  2. Cagayan Valley 227 834,245 685,404 112,120 166

  3. Central Luzon 323 245,810 240,545 46,846 278

  4-A. CALABARZON 89 42,009 29,167 5,632 63

  4-B. MIMAROPA 160 803,747 609,919 34,319 134

  5. Bicol Region 296 203,712 178,763 37,211 142

  6. Western Visayas 330 179,496 77,245 67,479 233

  7. Central Visayas 373 83,051 63,608 52,454 318

  8. Eastern Visayas 227 271,236 128,687 17,130 134

  9. Zamboanga Peninsula 700 435,718 216,382 36,106 306

 10. Northern Mindanao 514 497,506 435,651 49,237 313

 11. Davao Region 630 560,545 527,388 87,078 229

 12. SOCCSKSARGEN 304 400,963 366,281 33,238 62

 13. Caraga Region 517 554,970 537,803 51,514 133

ARMM
2 55 36,890 34,640 3,118 15

주 1) 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

   2)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자료: FMB-DENR(2004).

표 5-2.  필리핀의 CBFM 사업

협약이다. 이것은 지역사회 자원관리 프레임워크(CRMF)에 기반하여 산지

의 개발, 이용, 관리를 위한 위임 권한과 인센티브를 보장한다. 이 협약은 

25년 유지되고, 다시 25년 갱신할 수 있다.

공동관리 협약(Co-Management Agreement): 자연자원의 관리, 개발, 보전을 

위해 지방정부와 개인 또는 집단 이용자들 사이의 책임과 이익 공유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두 주체 모두의 권리와 책임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협약

서는 지방정부로부터 개별 참여자들에게 토지 이용권의 형태로 발행된다.

조상 대대로 전해져 오는 영토에 대한 권리 인증: 토착 주민들이 전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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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유하고 사용해오던 지역에 대한 이들의 권리를 확인하고 인정해준다. 

CADC/CADT(Certificate of Ancestral Domain Claim/Title)-CBFMA는 문화

적인 지역사회와 토착 주민들에게 발행되는 반면, CALC(Certificate of 

Ancestral Land Claim/Title)-CBFMA는 토착 필리핀인, 가구, 문중(clan)에

게 주어진다. 

보호구역의 지역기반 자원관리 협약: CBFMA와 비슷하며 보호구역에서 수행

된다. 이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목재 벌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2. CBFM의 지원 제도

정부는 산림에 대한 국가전략으로 지역임업을 선포함으로써 CBFM을 지원하

고 있다. 환경·자연자원부(DENR)는 지방정부단체(LGUs)들과 협력하여 CBFM 

잠재 지역을 파악하고, 참여자를 조직하며, 기술을 지원하고, 활동 과정들을 감

시한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 참여적 주민조직(POs)들은 지역의 개발·관리 기본

계획과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임업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부와 지역사

회의 파트너십이다. 정부는 지역사회가 일반적으로 자신과 사회를 위해 산림을 

성장시키고 보호하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가졌다고 믿는다.

2.1. 프로그램으로서 CBFM

대통령령(EO) 제263호(1995년 7월 19일)는 지속가능한 임업과 사회적 평등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지와 산림자원의 개발에 관한 국가 전략으로 

CBFM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다양한 인간 중심의 국가 산림 프로그

램과 프로젝트들이 지역기반 산림 관리(CBFM)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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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업의 세부 내용 표지판(좌), 혼농임업(agroforestry) 농장(우).

그림 5-2.  필리핀 Nueva Vizcaya 지역의 CBFM 사업지

존 프로그램에는 통합된 사회임업 프로그램(ISFP), 고산지대 개발 프로그램

(UDP), 산지관리 프로그램(FLMP), 지역임업 프로그램(CFP), 저소득 고산지대 

지역사회 프로젝트(LIUCP), 지역 자원관리 프로젝트(RRMP), 임업 프로젝트

(FSP), 해안지역 환경 프로그램(CEP), 자연자원 관리 프로그램(NRMP) 등이 

있다. 필리핀의 많은 CBFM 프로젝트는 산림 관리에 지역사회 참여를 증가시

키고 이들에게 고용과 생계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이행되었다. 

CBFM 프로그램(DAO 2004-29)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필리핀 사람들의 권

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산림자원에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과 지

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향상시키고, 법과 정책을 수

립하여 토착 주민들의 관습, 전통, 신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지역의 산림자원을 관리하고 이로부터 혜택을 얻기 위해 조직된 지역사

회의 권리와 책임은 지역기반 산림 관리 협약(CBFMA)이라는 토지 이용권의 

발행을 통해 공식화된다(Camacho et al 2007). 사업지역을 선정할 때, CBFM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사업지역 선정: 세부 사업지역은 NFDO와 협력하여 DENR의 지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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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파악된다. 

조사, 지도화, 설계(Survey, Mapping and Planning: SMP):  이 활동들은 제

안된 CBFM사업 지역의 위치를 지면 위에 정확히 표시하고, 사업 지역 내

부와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의 생물리학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상태를 분석하

며, 종과 지역 적합성을 평가하고, 지역개발 계획의 준비를 목표로 한다. 가

급적이면 그 지역에 가까운 NGO들이 제안한 사업 지역에서 SMP를 수행

하도록 계약한다.

사업지역 평가: 이 활동은 세부 사업들의 지역 적합성, 실행가능성, 지속가

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DENR가 수행한다.

지역사회 조직(Community Organizing: CO): 자격이 있는 NGO, 가급적이

면 세부 사업지역에 가까운 NGO들은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훈련시키며, 지

역사회가 산림자원을 관리, 보호,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술 노하우를 가지

고 사업을 관리할 준비를 마치도록 도와준다. 

토지 이용권 양도: CBFMA와 같은 적절한 토지이용 수단은 주민단체(PO)

가 조직되고 훈련된 이후 DENR로부터 주민단체에 양도된다. 이러한 토지 

이용 수단은 주민단체가 위임된 산림에서 25년 동안 지속가능하게 자원을 

발달시키고 관리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 권한은 새로운 

25년 동안 유지되도록 갱신할 수 있다. 

종합 사업지역 개발(Comprehensive Site Development: CSD): 이 활동은 

DENR의 사업지역 평가 단계에서 수립한 지역개발 계획에 나타나 있는 주

민단체에 의한 사업지 개량 활동, 예를 들면 충분한 조림, 임목 축적 향상, 

천연갱신, 재조림, 혼농임업, 등나무 또는 조릿대 식재 등의 산림 개량 활동

을 포괄한다. 

모니터링과 평가(M&E): 이 활동을 통해 사업의 진행상황은 사업관리자에 

의해 검토되며, 이것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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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련 법과 규정

Camacho et al(2007)은 필리핀의 CBFM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국가정책, 법, 

규정들을 정리하였다. 초기 CBFM 이행은 원칙적으로 대통령과 DENR에 의해 

발표된 행정명령, 안내문, 각서 등 많은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현장 수행자, 파트너,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된 이슈와 우

려들에 대한 해명과 정당성을 제공하면서, 더 명확한 세부 절차를 제공하고 개

선하며 강화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관련 정책과 법들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EO) 제263호(산지 및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CBFM을 채택하고, 이행 메커니즘을 제공함): 1995년 7월 19일에 

발표된 이 명령은 산림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열망을 

고려한다. 참여로 조직된 지역사회들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지속가

능하며, 노동집약적인 수확 방법을 이용한다면, 장기 토지임대협약을 체결

하여 산림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다. DENR는 CBFM 전략의 직

무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와 단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정지원체계를 수

립할 수 있다.

DAO 제96-29호(CBFM 전략으로 알려진 EO 제263호의 수행을 위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이 규정은 정부의 모든 인간 중심의 임업 프로그램을 통합하

고 단일화한다. CBFM 프로그램은 보호구역에 사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구

역을 포함하여 산림으로 분류된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이것의 이행은 4단

계, 즉 준비, 주민단체(PO) 구성 및 진단, 계획, 이행으로 이루어진다. 각각

의 단계는 그것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력을 고용하며, 주민조직들은 다

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지정된 CBFM 지역에서 산지와 산림자원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개발

하는 것과 개선된 점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CBFM 지역의 이용에 대한 임대료 면제 

RA 7161에 따라 조림에서 수확한 목재와 비목재임산물에 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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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 보호구역 시스템(NIPAS) 법의 규정으로 CBFM 지역에 있는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서 얻는 모든 수익금

DENR MC 제97-12호(지역사회 자원관리 프레임워크(Community Resource 

Management Framework, CRMF)와 CBFM 지역의 연간 작업계획(Annual 

Working Plan, AWP)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 안내각서(Memorandum 

Circular, MC)는 지역사회 자원관리 프레임워크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을 기반으로 산림자원을 관리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한 전략

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명시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산림자원의 보호, 복구, 

개발, 이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비전, 포부, 약속, 전략을 설명한다. 

CBFMA/CADC의 주체들은 자원 평가, 산촌지역 평가, 계획 수립, 참여활

동 등을 착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기에는 임시 자원이

용허가권(Interim Resource Use Permits, IRUP)을 받는다.

DENR MC 제98-08호(CBFM 지역의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 안내각

서는 CBFM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단체가 CBFM 지역 전체 또는 부분의 이

용과 개발에 대한 민간기구 또는 정부기관, 개인과의 계약에 참여할 수 있

는 특권을 얻는다는 것을 명시한다. 이 정책의 목표는 ①산지와 산림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민단체의 계획 달성을 촉진하는 것, ②그들의 사

회경제 상황을 향상시키는 것, ③CBFM 프로그램에 민간 부문의 투자를 장

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은 지역사회가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하고 이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구하는 전략의 

하나이다.

DENR MC 제98-09호(IRUP 발행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 이 안내각서는 

CBFM 사업 참여자들에게 IRUP를 발행하는 데 명확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각서(MC) 제97-12호의 7장에 따라 공표되었다. 

DENR MC 제98-09호(IRUP 발행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 이 안내각서는 

CBFM 사업 참여자들에게 IRUP를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명확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공표되었다. 주민단체나 토착 주민들은 지역기반 산림 관리

협약(CBFMA)이나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영토에 대한 권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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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C)을 발급받아 왔으며, 그들의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관리 프레

임워크(CRMF)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관리 계획(ADMP)은 이미 형

성되었거나 검토 중이다. 또한 이들은 기존 자원에 접근권을 즉시 제공하

고, 생계수단의 기회를 제공하며, CBFM의 준비와 계획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착수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IRUP를 획득할 수 있다. 

DAO 제98-10호(맹그로브 지역의 CBFM 사업 설립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

라인): 이 행정명령(AO)은 맹그로브 숲이 CBFMA 주체들 스스로 조림한 

것이고, 지역사회 자원관리 프레임워크(CRMF),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

지관리 계획(ADMP), 보호구역 관리계획(PAMP), 연간 작업계획(AWP)에 벌채 

작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맹그로브의 벌채가 허락된다는 것을 명시한

다. 또한 이 지역의 벌채는 6개월 이내에 재조림이 수행되고, CENRO/PASU에 

의해 항상 벌채 작업이 감시된다는 조건에서만 추진될 수 있다. 

DAO 제98-41호(유역 보호구역에서 CBFM 사업의 설립과 관리에 관한 가

이드라인): 이 행정명령은 유역 자원의 개발과 이용 활동이 DAO 25, S. 

1992와 지역사회 자원관리 프레임워크(CRMF)의 다목적 이용, 지속가능한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의 원칙과 일치한다면, 이러한 활동이 관리 구역에서 

허락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이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지역사회와 영주

권을 가진 이주민, 토착민에게 생계수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사회경

제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유역 자원의 이용은 연간 작업계획(AWP)의 

종합적인 요소인 자원이용계획(Resource Use Plan, RUP)에 상세히 설명되

어 있다. 산림자원의 수확에서 우선순위는 비목재 종, 버려진 통나무, 쓰러

진 목재와 고사목, 조림 수종, 잘 이용하지 않는 종 등이다. 이러한 활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인력을 고용한다. 

DAO 제99-49호(자격이 있는 보호구역 사용자들을 위한 생계 활동과 기회

의 발견, 개발, 수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 명령은 관리계획 전략에 보호

구역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구역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에 

기반하여 생계 활동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허가할 수 있는 인간의 활동

을 설명한다. 이 명령은 정부, 민간단체 및 기관, 완충지대에 조직된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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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보호구역의 다목적 이용 구역에 조직된 보호구역 사용자단체들에 의해 

착수된 지속가능한 생계 활동 및 기회를 다룬다. 

DAO 제2000-78호(버려진 통나무, 표류하는 통나무, 가라앉은 통나무, 뿌리

가 돌출되거나 화재,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나무, 그루터기, 우듬지(tree 

top), 나뭇가지 등의 재활용과 폐기처분에 관한 규정): 이 명령은 버려진 통

나무, 표류하는 통나무, 가라앉은 통나무, 뿌리가 돌출되거나 화재, 태풍으

로 피해를 입은 나무, 그루터기, 우듬지(tree top), 나뭇가지(이하 산림, 양도

할 수 있거나 처분할 수 있는 토지, 사유지, 강, 하천, 바다 및 기타 수원 

내에서 발견되어 목재·목제품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목재 원료”라고 언급

된다)를 이용하기 위해 공표되었다. 그러나 목재 재활용 허가(WRP)는 국가 

통합 보호구역 시스템(NIPAS) 지역에서는 발행되지 않는다. 이는 산림자원

의 이용을 최대화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다.

DAO 제2004-29호(지역기반 산림 관리 전략으로 알려진 EO 제263호의 수

행을 위해 개정된 규정 및 시행규칙):  이 명령은 EO 제263호에 따라 지역

기반 산림 관리 전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이행 절차를 간결

화하고, 다른 규정들과 비슷하게 맞추며, 더욱 강화한다. 

DAO 제2004-44호(DAO 제96-29호의 특정 조항을 개정, 보호구역과 함께 

지역기반 사업(CBP)의 설립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제공): 이 

개정 명령은 보호구역의 다목적 이용 지역과 완충지대로 지정된 모든 지역

에 지역기반사업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한다. 천연림의 벌채 또는 벌목을 

제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은 오직 이 지역에서만 허락된다. 

DAO 제2005-25호(고산지대 혼농임업 프로그램 수행 가이드라인): 이 가이

드라인의 목표는 전국적으로 고산지대에 혼농임업 농장과 조림지를 개발하

여 고산지대에서 생산성과 고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산촌지역의 가난을 감소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용 가능한 지역에서 혼농임업 농장 및 

조림지의 설립과 개발은 참가자들과 DENR 간 합작 투자 협약(Joint Venture 

Agreement, JVA)이나 협약 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MOA)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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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간 계획 시스템

일반적으로 CBFM에 적용되는 3가지 수준의 계획이 있다. 첫 번째는 종합적

인 자원관리 프레임워크(CRMF)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광범위한 목표와 일

반적인 전략을 제공하고 주민단체들이 준수하는 광범위한 계획이다. 관리 및 

개발 전략의 공간 그림은 보통 지도로 나타내고, 이것은 이후에 실제 현장에서

도 입증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실제 산림 경영과 개발 계획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계획은 현장에

서 수행되는 실제 조사들을 기반으로 하며, 실제로 몇몇 주제도(토지이용, 토

양, 경사, 지형 등)들은 특정한 전략에서 그것이 제공하는 기회와 한계들을 고

려하여 그 지역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하는 설계자들을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

진다. 이러한 관리 및 개발 계획은 일반적으로 연간 작업 계획에 따라 나누어

져 있는 5년 단위의 관리계획이다.

세 번째는 개별 개발 부문의 특정 계획들을 포함한다. 이 계획은 하나의 세

부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이것으로 사업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실제 

실행가능한 연구를 수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은 벌채 일정과 마케팅 

옵션, 계산된 재정적 타당성 지표들로 구성된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2.4. 토지 소유권

기본적으로 CBFM 주체들은 25년 동안 유지되고 갱신할 수 있는 토지이용 

권한을 부여받는다. 정부는 여전히 토지의 소유자이지만, 이들은 자격이 있는 

지역사회조직에 그들의 기간과 상황에 따라 특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조상들로

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토지를 CBFM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

자는 토착주민권리법(RA 7341)에 따라 토착주민들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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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접근과 이용자 권리

CBFM 운영 주체들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CBFM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들은 모니터

링과 조사를 위해 찾아오는 공무원들(특히 DENR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나 단체들이 이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허락할 권한을 갖는다. CBFM 

운영 주체들은 허가된 지역사회 자원관리 프레임워크(CRMF)와 관리 계획에 포

함되는 모든 활동들을 수행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된 토착 주민들이 그 지역에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3. CBFM의 주체와 연합

DENR로 대표되는 정부기관들과 함께 CBFM의 운영주체들은 CBFM 지역

의 주요 이해관계자이다. 지방정부단체(LGU)들도 지방정부법(RA 7160)에 따

라 관련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이해관계자이다. 이들은 특정 분야에

서 CBFM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도 있고, 이들이 만약 마주보지 않고 각자의 

주장만 내세운다면 CBFM 프로그램은 깨질 수 있다. 지역사회와 DENR는 원

래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도와가며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러

나 지방정부단체들이 이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정치 문제로 주민단체에 불협화

음을 만들어 CBFM 프로그램이 실패할 수도 있다. 적절한 사례는 주민단체의 

리더(보통 지역사회의 리더)가 정치적인 성향에서 지방정부단체 공무원과 의

견이 맞지 않을 때, 지방정부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많은 주민단체 프로젝

트들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Borlagdan(1999)은 CBFM에 포함되는 몇몇 

활동 주체들을 명시하였고, 그것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CBFM에 따라 산림 내부나 주변에 설립된 산림 의존적인 지역 

사회들은 우선 CBFM의 참여자이자 DENR의 유권자로 고려된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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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산림자원 관리자로서 활동하고, 산림자원 관리에서 개별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과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단체로 조직되기를 기대한다. 우선적인 주민단체가 되는 지

역림 관리단체는 산림자원 관리 활동에서 지역사회를 관리하기 위한 전반

적인 의무를 수행한다. 주민단체는 하나의 토착 지역사회 단체 또는 새로운 

지역사회 단체이거나 기존 단체들의 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환경·자연자원부(DENR): 이들은 CBFM을 수행할 의무를 가진 주요 정부

기관이다. 이 기관의 활동 주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CENRO와 PENRO 수준에서 CBFM의 현장 직원들과 그들의 감독관

들로 구성된 최전방 현장 수행자들은 직접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며,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정부와 지역사회의 의사소통을 위한 전달 통로

의 역할을 한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맨 처음으

로 조언, 도움, 지원을 제공한다.

CENRO, PENRO, 지역 CBFM 담당자, RTD, RED로 구성된 CBFM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CBFM의 수행을 위한 지역과 주의 방향 수립, 

인력과 다른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 현장 수준의 활동을 위한 접근과 

동원 지원, 현장 수행의 모니터링, 성과에 대한 보상 등을 책임진다. 

특히, CENRO와 PENRO는 지방자치와 주 수준에서 리더십을 제공하고, 

산지 이용계획, 갈등 관리, 재정적·기술적 자원의 접근, CBFM 지역사회

로의 지원 서비스 전달에서 지방정부단체와 다른 부문들을 포함한다. 

PENRO와 지역사무소 수준에서 훈련, 정책 지원, 현장 보급, 적절한 

계획, 목표 설정, 성과 평가, 보상, 인‧허가 등의 분야에서 CENRO 수

준의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감시원과 관리원, 수목 또는 목재 계측자, 제도자, 지도 제작자, 

행정사무직원, 훈련 전문가, DENR의 사무소(RENRO, PENRO, 

CENRO 등)의 CBFM 인력개발(HRD)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기술 지

원 담당자들은 최전방 현장 수행자들에게 특수 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RENRO의 지원 담당자들은 현장의 성과와 이슈에 피드백을 제공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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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전방 수행자들을 모니터함으로써 프로그램 관리자들의 방향제

시와 지도활동을 도와준다. 

지방정부단체(LGU): CBFM사업 지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LGU는 CBFM의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DENR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LGU가 서비스와 지역 자원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고산지

대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이들의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맞춰

져 있다. LGU는 안정적인 토양 구조와 물 공급, 식량공급, 산지와 지역사회

의 증가된 생산성으로 인한 소득 증가 등의 형태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

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에 CBFM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비정부기구(NGOs): 지역 또는 국제 NGO들은 CBFM의 일부로 3가지 역할

을 수행하는데, 첫째는 연구 수행과 생계수단의 개발, 둘째는 지역사회를 위

한 정책적·법적 지지, 셋째는 지역사회 조직가와 조림 재료 제공, 대안 생계

사업 개발을 위한 지원 등 지원자 역할이다(Quesblatin 1994; Donoghue 

1999; Emtage 2004). 기록에 따르면 필리핀에는 5,000개 이상의 NGO가 등

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지역임업에서 보전과 평등의 향상에 업적을 세운 환

경 NGO는 드물다.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교회 기반의 국제적 NGO

인 Mindanao Baptist Rural Life Center이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고산지대 농

업을 향상시키는 혼농임업 시스템인 경사지 농업 기술(Sloping Agricultural 

Land Technology, SALT)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일했다. 이러한 기술은 필

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모든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포드재단은 다양한 지속가능한 고산지대 농업법 개발과 

CBFM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방식에 투자하는 NGO로 유명하다. 

기타 이해관계자: 일반적으로 필리핀 사회는 또 다른 CBFM의 중요한 이해

관계자이다. 사회는 CBFM을 통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에 관심이 

있다.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 때문에 환경에 어떠한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DENR, 주민조직(PO), 관련 지역정부단체(LGU)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수요자인 산림기업을 포함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 지원과 임산물 거래의 측면에서 원료 이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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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FM 운영 주체들 사이에 장기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파트너십: DAO 제96-29호를 기반으로, CBFM 주민단체는 그들의 종합 자

원 관리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는 사업의 추진을 돕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기업 부문과 CBFM 주민단체 사이에는 특히 목재 공급 계

약 분야에서 많은 사업이 협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정책의 변화, 즉 천연

림의 목재 벌채와 관련한 명령 각서(EO 23) 때문에 많은 협의들이 중단된 

상태로 남겨졌다. 

권력 분석: 토지이용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산림 관리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CBFM의 실질적 정신 덕분에, 그들이 정부와의 계약에 서명했다면 그 사업

을 운영하는 방법에 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협약에 따라 주민단체들

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된 

계획과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경우에, 만약 위법행위와 관련되었다면 CBFM 

협약은 해지되고 주민단체는 토지 이용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로 주민단체의 사업 이익을 위하여 예상되는 편차가 있다면, 주민단체는 

DENR로부터 그들의 계획 수정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자원

4.1. 자금 지원: 보조금

CBFM을 수행하기 위해 DENR은 몇몇 국제 보조금을 받았다. 특히 

1991~2003년 임업 분야 프로젝트(FSP)를 수행하면서 ADB와 JBIC로부터 융

자를 받은 바 있다. 이 융자는 전국 CBFM사업들의 조사, 지도화, 설계(SMP)와 

지역사회 조직화(CO) 과정, 종합 사업지역 개발(CSD)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

다. 융자의 일부는 사업 수행, 현장의 장비 구입, 제3기관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원하는 기술지원팀을 위해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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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식과 정보

주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사업 수행을 돕기 위해 기술지원

(TA) 팀과 세부사업 지역 관리자(SUSIMO) 형태로 선정된 현장 DENR 직원들

을 정부에서 제공하였다. 지역사회 조직화 단계는 지원 조직(AO)과 함께 각각

의 사업 지역마다 2년 동안 지속된다. 이 지원 조직은 주민단체의 조직을 착수

하고 사업의 사회적·기술적 측면에서 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정부가 고용하

였다. 기술지원 팀은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도왔고, 재정관리와 사업 개발과 같

은 고급 능력을 요하는 활동들을 수행하였다. 기술적인 정보는 금융기관과 연

계하여 사업 개발과 재무 회계 등 특정 업무의 전문가들로부터 제공받는다.

ADB와 JBIC가 지원한 임업 분야 사업(FSP)의 형성 기간에, 주민단체들은 

산림 관리의 다양한 측면에서 역량을 강화했던 지역사회 조직화 단계 동안 많

은 도움을 받았다. 

  먼저 이들은 조직 강화, 재정 관리, 종합 사업지역 관리(CSD), 산림 보호, 사

업 개발 등의 측면에서 조직화되었다. 종합적 사업지역 관리는 조림, 혼농임업, 

등나무와 대나무 식재, 천연 갱신, 아바카(abaca) 식재와 같은 다양한 개발 모

듈에 따라 채종부터 양묘, 식재, 조림지 관리, 수확, 판매에 이르는 기술적인 준

비의 완성된 패키지이다. 이 정보는 주민단체의 형성 기간인 5년 중에 처음 3

년 동안 정부가 고용한 기술지원(TA)팀, 주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함

께 일하는 지원 조직(AO)과 전문가들로부터 제공받는다. 

4.3. 전달 체계

CBFM의 수월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은 기술지원 팀이 

작성한다. 주민단체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수단을 이용하여 훈련받는다. 공

식적 훈련은 현장실습 교육과 강의실의 강의를 포함한다. 비공식적 훈련은 농

장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강연자의 경험을 듣거나 주민단체나 협동조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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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대표할 만한 현장을 견학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몇몇 정책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정

부는 주민단체가 지불해야 하는 청구 금액의 일부를 보유하는 정책을 시행한

다. 이 보유 잔액은 높은 활착률로 성공적인 조림을 보여준 주민단체에게는 다

시 되돌려 준다.

5. 과정

5.1. CBFM 단계

CBFM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진행되는데, 준비, 주민단체 조직과 

토지이용권 제공, 계획, 이행이다.  

준비: 이 단계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포함한다. ①지역 주민, NGO, 지방정

부단체와 일반 대중에게 CBFM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 ②

DENR과 지방정부단체의 기관 연계를 수립하는 것, ③잠재적인 CBFM 지

역을 파악하고 지도화하는 것이다. 

주민단체 조직과 토지 이용권 제공: 이 단계는 ①CBFM 프로그램에 지역사

회의 참여를 장려하고, ②지역사회 조직을 설립하거나 강화하고, ③계획을 

위해 기존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자연자원 파악을 목표로 한다. 지역 수준

에서 다부문(multi-sectoral) 단체는 규정된 자격증에 따라 CBFM 참여자들

의 인증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기존에 주민단체가 없던 지역에 CENRO

는 주민단체의 조직을 촉진한다. 주민단체는 다부문 단체가 자격을 갖춘 

CBFM 지원자를 인증했을 때 조직될 수 있다. 

계획: 이 단계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 자원관리 프레임워크(CRMF)와 5개

년 작업 계획(FYWP)을 준비할 때 주민단체를 도와주는 것이다. RENRO, 

PENRO, CENRO는 관련된 지방정부단체와(만약 토착 주민이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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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NCIP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계획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민단체

를 도와줄 수 있다. CRMF는 주민단체의 비전, 책무, CBFM 지역의 산림자

원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이용에 대한 전략들을 포함한다. CENRO, 지방정

부단체와 함께 주민단체들은 확정된 CRMF와 일치하는 5개년 작업 계획을 

준비할 것이다. 5개년 작업 계획은 산림의 보호, 복구, 개발과 자원 이용, 

조직적인 강화, 재정, 마케팅, 사업 개발 등에 대한 5년 동안의 베이스라인 

정보, 세부 전략, 활동, 목표를 포함한다.  

수행: 마지막 단계는 CBFM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프로그램의 주민단체가 

CRMF와 FYWP를 운용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다음과 같은 목표

를 갖는다. 즉, ①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과 개발을 위한 조직적이고 기관

적인 역량을 높이는 것, ②자원관리 활동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립하는 것, 

③주민단체 회원들과 더 큰 지역사회에 공평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 ④산림 

관리와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주민단체에 의해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주민단체의 구성원들은 생계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

한 절차에 따라 허가된 자원이용 활동을 추진하고, 생태적으로 안정적이고 

보다 생산적인 고산지대 농장을 조성하며, 재정 관리, 갈등 관리, 조직 기반

의 계획과 의사결정, 리더십 개발과 의무, 자본 조성 등에 대한 제도 메커니

즘을 발전시킨다. DENR, 지방정부단체, 다른 지원 조직들은 주민단체가 자

원관리 기관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CBFM 협

약에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주민단체의 성과를 모니터함으

로써 주민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5.2. 참여와 갈등 관리

조직 강화는 모든 주민단체의 지속적인 관심사이다. 따라서 FSP의 역량 강

화 단계에서 이것은 조직의 내외부 갈등을 다루는 방법으로 소개되었다.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토의하였고, 이러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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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필리핀 Quirino 지방의 CBFM 사업지역과 인터뷰 활동

실질적인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들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은 조직에서 다양한 유형의 갈등 경험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공유하도록 장려되었다. 개인적이고 조직적인 갈등으로부터 얻어진 가르침을 

기록하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토의하였다.

5.3. 모니터링과 평가

세 가지 유형의 모니터링과 평가 방법은 비록 CBFM 수행의 다양한 단계

에서 행해졌을지라도, 특히 임업 분야 프로젝트(FSP) 1단계와 2단계에 들어 

필리핀의 CBFM에 많이 적용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특히 주민단체의 종합

적 사업지역 개발(CSD) 달성을 인증할 때 정부 자체가 행하는 것이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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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정부가 결정한 요금을 지불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주민단체가 그

들의 보유 잔액을 얻기 위해 특정한 기준을 따르는지를 실제로 밝혀내기 위

해 실시하는 비정부 기구에 의한 독립적인 모니터링이다. 보유 잔액은 정부

가 유지하는 주민단체의 청구금액의 일부이다. 주민단체들은 만약 그들이 요

구 기준(예를 들면 조림지의 활착률 80%)을 따랐다면 이 보유잔액의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립적 인증이 필요하다. 마지막 유형은 

근로자들 사이에 내부 평등 통제의 일환으로서 주민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모

니터링과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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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스웨덴의 지역기반 산림 관리10

1. 서론

정부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세계에는 여전히 법적으

로 인정받는 공유림(共有林)이  5억1,300만㏊에 달한다. 이 면적은 세계 승용

차가 배출하는 연간 탄소발자국의 29배에 달하는 약 370억 톤의 탄소를 저장

한다(Stevens et al. 2014). 공유림은 다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면 

산림 유실의 방지, 목재, 수자원, 야생동식물, 비목재임산물 등을 생산하여 지

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 된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산림에 생계와 문화

를 의존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 관리 산림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촉진하고 

토착민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광대한 면적의 토지가 공유림으로 이용되어 왔다. 중세

시대부터 많은 토지들이 종획되었는데 영국 공유림의 사유화가 가장 잘 알려

10 Lars Carlsson(Division of Economy, Technology and Social Science, Luleå University 

of Technology, Sweden)에 의뢰하여 작성한 원고를 번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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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례다(Buck Cox 1985). 공유림이 해체되면서 광대한 면적이 왕실 토지, 즉 

정부 소유의 자산으로 선포되었다. 사유화의 성과를 다소 수용하였지만 정부 

소유는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남아 있었다. 즉, 전통적인 토지 소유 시스템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이 변화의 성과가 경쟁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유럽에서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집단으로 소유되

고 관리된다. 이것은 산림뿐만 아니라 경작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산림에서 더 

많은 논의가 있다(Jeanrenaud 2001). 북서유럽 공유림은 중세 이전 토지이용 시

스템의 잔재인데, 이것은 이용권을 지역 주민들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관습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다 (Netting 1981; Berge and Carlsson 2003; Carlsson 1998, 

2003; Merlo 1995; Holmgren 2009). 

이 장은 스웨덴 공유림을 다룬다. 공유림은 특별법으로 관할되고, 국가 의 감

독을 받는다. 그러나 이 정책은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한 주주시스템을 통해 공

유성을 가진다. 이것은 공동산주(shareholder)들이 다른 논리의 대상이 됨을 의

미한다. 첫째는 공유재산에 따라 집단 재화와 개인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집단

적인 토지관리 시스템의 참여자, 둘째는 전형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토지 소유자가 된다. 이 두 가지 역할에서 공동산주는 산림 관리와 관련하여 

정부 통제의 대상이 된다. 지난 150년 동안 스웨덴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였지

만, 공유림은 놀랄 만한 실행가능성을 증명했다. 여기에서는 합의된 제도적 프

레임워크가 법의 규정(중앙정부의 의사결정과 정부의 개입), 공유토지 소유권

과 사유재산권의 공존, 즉 다원주의 시스템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러한 실행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 설명될 수 있는지 논의한다.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해하고 측정하는 측면은 학문적으로 거의 논

의된 적이 없다(Adcharaporn, Kim and Daugherty 2006).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로 스웨덴 공유림의 역사적 문맥을 설

명하고, 둘째로 이러한 관리시스템의 조직적인 구조와 공유림의 제도를 설명한

다. 셋째로 제도적 성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공유림과 같은 장기 시스템에

서 배울 수 있고 공유 토지관리 시스템 논의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방법들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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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자원의 역사

스웨덴은 1350년 처음으로 성문화된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에서 공유자

원(commons)에 대한 거버넌스 시스템과 재산권을 규정하였다. 이 헌법이 제정

되기 이전에 초지, 어장, 산림 등 공유자원에 대한 권리는 지방법에서 다루어졌

다. 1523년 왕은 주인이 나서지 않는 모든 토지는 왕실(Crown)에 속한다고 선

포했다. 모든 공동 토지가 왕실 재산으로 귀속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많은 면

적이 공유로 남아있고, 이용자 권리는 1647년의 산림법(Forest Act)에 의해 규

제받게 되었다. 이 법은 이른바 ‘교구(parish)와 마을 공유자원’의 용어와 조건

을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산림, 초지, 도로, 수자원, 채석장 등이 포함된다. 

17세기 초 두 가지 급진적 토지 소유권 개혁이 있었다. 먼저, 300년 동안 유

지되어 왔던 왕실 토지의 범위 결정 과정(The Process of Delimitation of 

Crown Land)은 토지 소유권의 명확성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의 재분배(The Great Redistribution of Land Holdings)는 경작지의 

구획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1800년대 초에 집중 진행되었는데, 오래된 

마을 구조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오래된 토지 소유 시스템을 바꾸어 

놓았다. 또 다른 결과는 대부분의 공유림이 사유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혁을 통해 농민들은 경작지뿐만 아니라 산림까지 할당받았다. 당시 농민들에

게 산림은 큰 가치가 없었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목재 수요가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산림기업들이 빠르게 산지와 벌채권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토지 개혁은 경제력 강화와 세제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하였지만 산업화가 진

행되면서 이러한 의도는 약화되었다. 때문에 국가 당국이 나서게 되었고, 어느 

지방 행정관은 지역림을 많이 설립함으로써 중세 공유림 시스템을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북쪽 구역에서(남쪽에서는 소유권이 이미 정착되었기 때문

에) 농민들은 자신의 산지에 법적 권리를 부여받았지만 공동으로 소유하는 임

지에 대해서는 지분을 할당받았고 이는 여러 산주들이 집단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861년부터 33개 공유림 단위가 만들어졌다. 이 구조는 오늘날까지 



108

사실상 똑같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 단위들은 80만㏊를 관할하면서 여섯 번째

로 큰 산림 소유자가 되었다.   

3. 스웨덴의 공유림 제도

스웨덴은 유럽에서 산림이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산림의 51%는 개인, 대개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기업, 정부, 교회,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의 토지는 공기업에 이전되었지만, 실제로 정부와 기타 공공

단체는 산지의 25%를 소유하고 있다. 공유림은 후자 그룹(49%)에 포함되며, 

일부 지방에서는 이것이 산림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서 지역림과 

마찬가지로 다른 유형의 공유 토지도 존재한다. 시골에서 초지, 수자원, 해안 

등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

가는 공유자원들도 있다. 토지 소유에서 후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스웨덴 공유림은 특별법에 의해 규제받고 있으며, 그래서 모든 단위들이 같

은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공유림의 권한은 할당받은 농장의 소유권이 이러

한 시스템의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오직 이러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만 공동

산주가 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단체들에 1,000여 명의 공동산주들이 있

다. 지분은 사유재산과 함께 움직이고 분리해서 거래할 수는 없다. 산림 소유권

을 보유한 농민들이 지분을 상속하거나 사고 팔 수 있지만 공유림이라는 특성

은 사라지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던 왕실 토지의 범위결정과정(The Process 

of Delimitation of Crown Land)의 결과로, 개별 농장은 일정한 mantal(조세제

도에서 이용하는 토지의 평가 단위)을 포함하도록 지정되었다. 하나의 mantal

은 한 사람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양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산림이 아니라 경작지의 생산성에 기반하며, 낮은 생산성은 더 많은 토지에 대

한 수요를 의미한다. 이러한 평가 단위는 공유자원 중 농민들의 지분의 기초자

료로 이용되었고, 지분이 농민들 사이에서 동등하게 분배되지 않는 결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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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왔다. 비록 하나의 mantal이 더 이상 타당한 측정 단위가 아닐지라도 공유림

을 논의할 때는 여전히 이용되는 단위가 되고 있다. 

재산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민들뿐만 아니라 기업, 교회, 정부도 스웨

덴 지역림의 공동산주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분의 68%는 개인, 18%는 

기업, 나머지 14%는 교회와 정부, 기타 법인 소유이다. 그러나 도시화가 되면

서 산주 2만5,099명의 약 20%는 부재산주가 되었다(Carlsson 1995). 공동산주

들의 의회는 단체의 관리와 재정을 담당할 위원회를 선출한다. 산주들마다 지

분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표를 가진다. 

그러나 법에는 독재 정치의 방지를 목표로 하는 조항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개별 산주들이 어떠한 총회에서도 20분의 1 이상의 표를 가지도록 허용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은 각 공유림이 전문 산림경영인을 고용하거나 컨설

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통 지역사회 단체에서 고용하는 이 전문가는 

당국이 승인하는 지방 계획에 따라 산림경영을 책임진다. 

공유림은 크기와 활동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가장 큰 단체는 5만~6만㏊의 

산림을 소유하는 반면, 가장 작은 단체는 겨우 200㏊를 소유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기계설비에 집중 투자하고, 산림기업과 같은 기업을 운영하며, 제재

소, 전력발전소, 부화장 등 자회사를 설립한다. 산림을 통제하는 법은 100년 이

상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고 실제 60년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

다. 법은 조직 구조를 언급하는 것 외에도 산림 관리 단체가 수익의 일부를 경

작 실패와 그에 따른 기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기금에 적립할 것을 요구

한다. 다른 기금들은 도로, 배수로, 다른 공공 재화와 서비스의 유지와 투자 등 

지역의 목적을 위한 예금의 일환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기금은 지방 행정위원

회에서 관할한다. 오늘날 이것은 공식화되었고, 각각의 단체들은 어떻게 그들

의 수익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공유림의 원래 목적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

였는데, 당시에는 농업 분야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익은 농업 발전에 많

이 배분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점점 더 산업화되었고, 농업은 덜 중요해졌으며, 

어떤 것은 도시화의 속도로 변화했다. 공유림 관리에서 방향 전환이 있었고 산

림 관리와 지역 산업 활성화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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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유림의 수익은 공동산주에게 분배되는데, 두 가지 시스템에 따른

다. 첫 번째는 산주가 공유림에 대해 가지는 지분 비율로 배당금을 받는 것이

다. 두 번째는 산주들이 자신의 활동과 투자에 대해 상환받는 것이다. 예를 들

면, 농민들은 소유하고 있는 소의 마리 수에 따라, 배수로를 판 개수에 따라, 

풀베기 작업 면적에 따라, 재조림 면적에 따라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공유림의 

74%는 후자의 방법으로 수익을 분배한다. 따라서 스웨덴 공유림은 도로를 보

수하거나 건설하고, 공공 양식장을 관리하며, 지역의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4. 제도적 성과

Carlsson(1998)은 공유림이 효율성, 책임감, 적응성과 같은 제도적 성과를 평

가할 수 있는 기준(Ostrom et al. 1993)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에 의도적인 정책은 공동산주들 사이의 재분배와 같은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실행되지는 않았다. 화폐 수입의 균등성 기준은, 개인에 대한 이익은 개인의 상

대적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개념인데, 크게 관계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왜

냐하면 개인 산주가 실제 그 시스템에 거의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

면, 더 큰 면적을 가진 산주가 더 많이 기여하거나 상당히 많은 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를 위해 공유림 단체의 역사적 중요성이 과장될 수 없다는 

것은 강조되어야 한다. 공유림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20세기 스웨덴 농업의 현

대화는 공유림 자원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추진되었다. 예를 들면, 공유림은 가

축사 재건축, 도로, 배수관, 전기화, 낙농 목장, 교배장 건설 등을 위해 자금을 

제공했다(Boetius 1950; Liljenäs 1977 1982; Carlsson 1995, Holmgren 2009). 

공공 재화와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공유림에서 제공받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사례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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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공유 재산은 자원시스템의 대대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자원의 고

갈을 가져올 것이라는 과소 공급과 과잉 벌채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Hardin 

1968).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공유지의 비극’이 공유림과 같은 공유자원에

서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Arnold 1993; Feeny, et al 1990; Ostrom 1999, 

2005). 이것은 제도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의존하는 것 같다. Ostrom(1990)은 

제도가 접근성과 적합성을 통제하는 강제 규정을 가질 때 공유자원의 지속가

능한 관리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예상하였다. 게다가 갈등 해결 메커니즘이 

존재해야 하고, 타당한 모니터링과 제재 수단이 그 시스템의 구성원들에 의해 

고안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시행착오를 겪고, 개선되고, 평가될 때(Agrawal 

2002; Adcharaporn, Kim and Daugherty 2006), 공유림의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유효한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 

스웨덴의 공유림과 관련하여 8가지 설계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는 결론을 얻

을 수 있다. 비록 공유림이 오래된 공동시스템 위에 설립되었지만 이 시스템의 

19세기 버전은 국가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는 농민들이 그들 자신의 시스템을 

조직하도록 법적 권리를 주었다(Ostrom의 원칙 7). 공동산주들의 의회는 공유

림을 통치하는 규정에 결정권을 가진다(원칙 3). 그러나 그 시스템은 특별법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는 법과 충돌하지 않는 활동들로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스웨덴 공유림의 회원 자격은 법에 의해 규정되고, 공유림 단체는 

혜택과 의무뿐만 아니라 벌채 조건과 기간을 집단적으로 결정한다(원칙 1, 2). 

또한 모니터링, 제재, 갈등 해결을 다루고 있으며(원칙 4, 5, 6), 가장 큰 시스템

은 상당히 많은 수의 자회사를 포함한다는 것도 언급되어야 한다(원칙 8).

오늘날, 이 시스템의 큰 문제는 지역사회와 관련 없는 부재산주의 수가 증가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기업들이 공유림의 소유권을 증가시키려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재산이 기업에게 판매된다면, 결국 더 많은 산림들이 

지역사회에 문화적인 구속을 갖지 않는 행위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행위자들은 그들의 상업적 욕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공

동산주들은 본래 이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들과 비슷한 유형이다. 공동산주들

이 집단 소유한 산림과 관련하여 어떻게 행동하는가? 왜 공유림은 남용과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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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자유로우며, 왜 목재 벌채량은 상대적으로 적은가?

만약 공유림이 번성한다면, 공동산주들에게 더 많은 자원들이 배당금이나 보

조금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이 시스템에서 가능한 많은 것을 

쥐어짜려 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은가? 비록 벌채에 규제가 있고 전문 경영인

이 임업을 관리한다고 하여도 공유림 의회가 제한선까지 벌채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대부분의 수익이 지역사회에 쓰인다고 한다면, 농민들

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려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공유림의 실

제 행위를 참고하여 이러한 가정들을 논의한다.

5. 임업과 벌채

스웨덴 공유림의 행위는 다른 곳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Carlsson 1995 

1998, 2001, 2003; Holmgren, 2009), 여기서는 일부 중요한 관찰들만 다룰 것이

다. 첫째, 스웨덴의 공유림이 잘 관리되고 있음을 언급해야 한다. 이러한 언급

은 공유림을 주관하는 지역 산림 관리자와의 질의응답과 면접조사에 기초한다

(Carlsson 1995). 둘째, 연간 생장량의 70%만 수확한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이것은 공유림들이 벌채 허용량보다 적은 양을 벌채하여 바이오매스 증가의 

효과를 얻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스웨덴 공유림에서 공유지의 비극은 없

다.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의 대답은 공동산주들이 그들의 생계를 산림에서 공급되는 자원

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공동산주들은 대개 농민인데 경작지와 

개인 임야에서 소득을 얻는다. 많은 농민들이 공업과 목재 운송기업에서 임금 

근로자로 일하며 부수적 소득을 얻고, 그 외 사람들은 부재산주들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동산주들이 공유림에서 마지막 목재까지 생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상황은 공유림의 건강함을 지켜준다. 

스웨덴 공유림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는 <그림 6-1>에서 설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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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Envilken 공유림에서 공동산주들에게 분배된 수익

다. 이는 지난 107년 동안 어느 공유림에서 공동산주들에 분배한 수익을 나타

낸다. 이 기간 동안에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비민주적인 사회에서 현

대적 의미의 산업사회와 복지 국가로 변모하였다. 놀랄 만한 것은 장기간에 수

익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도표에 나타나는 이상치(outlier)

는 정부에 의한 것으로 세제 변화로 배당금이 일시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장기간 데이터를 찾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14개 공유림의 30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림 6-2>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림 6-1>에

서 설명된 현상은 공유림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인다.

공동산주들도 다른 산주들과 마찬가지로 목재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익

이 <그림 6-1>과 <그림 6-2>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변동할 것이다. 경제 이론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으로 보아도 만약 가격이 상승하면 벌채량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공동산주들 사이에 분배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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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arlsson(1998: 19).

그림 6-2.  14개 공유림에서 공동산주들에게 분배된 수익지수

‘목표 소득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종류의 행위를 생각할 수 있다. 즉, 공

유림 단체가 매년 동일한 금액의 자원 생산을 목표로 한다면 가격이 상승했을 

때 더 적은 양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러한 목표 소득 

가설은 검증되는 것처럼 보인다(Carlsson 1998: 18). 왜 스웨덴 공동산주들은 

이렇게 행동하는가? 가장 간단한 설명은 행위자들이 사유재산(농장)과 공동 재

산(공유림)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자원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개인이라면 공유림을 완충지대로 이용할 텐데, 즉 가격이 오르면 개인

의 목재를 더 많이 수확하고, 가격이 내릴 때는 공유림의 목재를 수확하는 것

이다. 이러한 가설은 연구(Carlsson 2003)에 의해 검증되었다. 

또 다른 설명은 공동산주들이 공유림을 가치 있는 문화자산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150년 이상 5~6세대에 걸쳐 공유림을 관리하면서, 세대들은 특정 지역

사회나 시스템에 귀속된다. 경관과 기억이 뒤얽히는 것이다(Blixt 1986). “커뮤

니티는 사람들의 공통성, 공유하는 가치, 연대감이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장소

와 스스로를 구분 짓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경관은 인식의 문맥적 

범위인데, 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는 전경과 배경을 



115

제공한다(Stewart and Strathern 2003: 4).” 수십 년 동안, 공유림 단체는 지역사

회를 움직여 왔는데, 소각과 가지치기 등 공동작업뿐만 아니라 목재 경매와 연

례 총회 등 전통적으로 조직되는 파티와 같은 놀이에도 그러하다. 인터뷰에 의

하면 사람들은 자기 공유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여기서 공유림은 다양

한 목적을 가진 자원이다. 산림은 목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미적 가치와 

야생동물 경험을 제공한다. 또, 낚시와 수렵 기회를 제공하며, 사람들은 버섯과 

딸기류를 자유롭게 채취할 수 있고, 조상들이 걸었던 산책로를 거닐 수도 있다.

4. 토지소유권 개혁을 통한 교훈

오늘날 ‘공유지의 비극’은 보다 일반적인 이론 구조에서 특수한 사례로 여겨

진다. 예를 들면, Ostrom과 그녀의 동료들은 어떤 환경에서 사람들이 공동관리

조직의 설립에 참여하는가라는 가설에 답하기 위해 공유림에 관한 일반 이론

을 개발했다(Ostrom 2001). 예를 들면 자원의 흐름과 자원시스템의 현황에 대

한 지표가 더 낮을수록,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부족할수록 사람들

은 심각하게 고갈된 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를 수립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덜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스웨덴 공유림의 성과는 이러한 개념과 관

련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첫째, 최선의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다양한 

재산권 제도는 다른 장점을 가진다. 정부, 개인, 지역사회는 모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다양한 자산을 관리하는 데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다. 많은 연

구는 자연자원 관리에서 실제 제도들이 불평등한 성과를 보인다고 증명하였다. 

마찬가지로 제도의 구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Levin, S. 1999; Berkes and 

Folke 1998; Ostrom 2005). 

스웨덴 공유림은 공동의 것이지만 어떤 순수한 유형의 재산권 제도를 대표

하지 않는다(McCay 1993). 사실, 그들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일반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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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좋은 예를 제공한다. 동시대의 많은 제도들은 민간－공공 부문에서 분류하

기 어렵다. 이것 역시 문헌에서 논의되어 왔다. “소유권은 양쪽으로 갈라진 막

대가 아니라 가지를 뻗치며 진화하는 구조이다. 소유권의 완전한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공적/사적으로 구분하는 습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용어는 부

적절하고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소유권을 단순화하고 재산 다원주의

를 이원주의로 축약시켰다”(Giesler 2000:80). 스웨덴 공유림은 어떻게 이해되

어야 하며, 그들의 구성이 어느 정도까지 그들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가? 어

떤 유형의 재산권 제도가 그들을 대표하는가? 이러한 사례가 세계 다른 나라의 

토지소유권 개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은 다음 두 절에서 논의된다.

5. 공유림: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약 150년 전 스웨덴 공유림이 설립되었을 때, 개인 소유의 농장을 공유림의 

기본 단위로 구성하였다. 공유림 법제화의 결과로서 이들 농장이 설립되었지

만, 많은 공유림은 오랫동안 이미 존재해왔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농민들은 집단 소유한 재산을 관리하는 데 익숙하였다. 몇 가지 유형의 

공유림과 공유재산이 오래된 마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농민

들은 교구회의 공유자원이나 토지의 공동 소유자였고, 법적으로 양어장의 집단 

소유자였으며, 집단적으로 도로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유산은 공유림의 유

지에 도움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유림은 설립될 때부터 국가와 강한 연계를 가졌는데, 이것의 권한은 

매우 강력하였고, 이는 재산권을 보장한다. 이러한 지원 때문에 산림기업의 확

장에도 불구하고 집단 소유된 산림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었다. 1906년에 개정

된 특별법에 따라 산림 기업들이 개인으로부터 농장을 구매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았다. 덕분에 100여 년 동안 공유림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공공과 개인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면서, von Benda-Backmann(2000: 155)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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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의된 공공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범주가 사회적 관계로 보여지는 

복잡한 재산권의 특징을 완전히 이해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스

웨덴 공유림에 의해 잘 설명되는데, 특히 단위가 클수록 개인－공공 이분법으

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띤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The Great Redistribution of Land Holdings라 불리는 토

지소유권 개혁으로서, 이른바 교구의 공동재산은 집단 이익을 위해 마을에 할

당되었다. 오늘날까지 공동재산에 도로, 하천, 채석장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

면, Älvdalen 지역 교구 공동재산의 공동 주주들은 하천과 여울까지 포함하는 

큰 강의 법적 소유자이다. 오늘날 이 지역은 수력발전소를 개발하여 주주들에

게 소득을 창출해 주고 있다. 이것은 <그림 6-3>에 나타낸 것처럼 매우 복잡하

다. 그림 중간에 있는 개인은 재산의 법적 소유자이면서 공유림에도 지분을 가

지고 있다. 또, 단체와 법인들도 농장을 소유하고 지분을 가질 수 있다. 개별 

주주들은 가문비나무를 가지고 있는 집으로 그려진 농장의 지분을 소유한다. 이

들은 마을 가까이 20개 구획시스템으로 분리된 교구 공동재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마을을 형성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한다. 공유림과 교구의 공동재

산 모두 자신의 이사회와 자치의회를 가지고 있다.

교구 공동재산은 하천과 여울을 아우르고, 거기에 수력발전소가 설립되어 주주

들에게 추가 소득을 창출해 준다. 여기에서 동일한 개인들이 공유림, 교구, 마을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복잡한 소유권 시스템 이외

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칙과 관할권이 이 활동 무대를 지배한다. 

그러나 공유림 단위 또한 하나의 재산 소유자이며, 교구 공동재산에서 지분 

소유자로서 영향력을 가진다. 게다가 이러한 재산은 공유림에서 지분을 가지기 

때문에 공유림은 스스로에 의해 부분적으로 소유된다. 이미 언급했듯이, 지분은 

재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지분을 가지는 데 영향을 미친다. 모

든 내용은 국가가 보증하며, 법과 규정에 성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현대 민주적인 지방자치 당국과 정치행정 절차로 포장된다. <그림 6-3>에서 보

여주는 것과 같이 오늘날 그 지역의 주민들 대부분은 어떠한 농장도 소유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묘사된 시스템에서 소유권을 지니지 못한다. 여름 피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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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arlsson(2001: 20).

그림 6-3.  공유림과 연 된 계와 소유권

별장의 소유자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와 비슷하다. 이에 대한 인식 없

이도 비구성원들은 공유림 단체의 활동에서 많은 편익을 누린다. 예를 들면, 공

유림 단체가 도로의 눈을 치우면 비구성원들은 겨울에 그들의 별장에 방문할 

수 있다. 게다가 관광회사들은 공동체가 소유한 도로와 하천을 이용할 수 있다. 

결론을 내리면, 스웨덴 공유림처럼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어 온 공동시스템은 

설립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제도적인 복잡성을 발전시킨다. 동시에 이러한 

발전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그 시스템을 더 활력있게 만드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다원주의 시스템에서 전형적인 것이라 믿어진다. 이러한 시스

템은 “단일 중심적인 단체보다 오히려 다양한 규모에서 다양한 통치권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다원주의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호간 모니터링, 더 나은 

전략의 적용과 학습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진다”(Ostrom 2010, p.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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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유림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자연자원 관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중요한 주제는 환경 변화에 적

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다원주의와 적응 공동관리의 개념이 

자주 이용된다(Plummer, et al. 2012). 

여기에서 논의된 시스템에서 적응 능력은 지역림이 정부와 기업, 다른 행위

자들과 풍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던 다양한 방법에 의해 나타난다. 예

를 들면, 그러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임업의 발전과 기술을 수용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은 거래비용

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많은 공유림들은 산림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 예를 들면 희귀종의 분포를 지도

화할 때 NGO의 도움을 이용할 수도 있다. 민간기업과 배송협정을 맺기도 한

다. 또한 산림기업이 벌채와 갱신 등을 조정하도록 한다. 현대 정부는 공유림에 

대한 법적 감시자이면서 상업적 행위자이기도 한데, 공유림 단체는 이러한 상

황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공유림 단체가 산림청(Forest Service)으로부

터 갱신 조절 서비스를 계약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민들은 자신

의 토지에서 행한 갱신활동에 공유림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공유림은 산림청의 통제를 받게 된 이후 그들의 비용을 농민들에게 다시 

상환한다는 규칙을 실천한다. 공유림은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국가 당국에 비

용을 지불하고, 이는 거래비용의 부담을 줄여준다. 

선행 논문에서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수립하는 방법은 낮은 수준에서 

거래비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동 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Carlsson 2003; Carlsson and Berkes 2005; Carlsson and Sandström 

2008). <그림 6-3>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공유림은 사적 재화와 공적 재화를 모

두 생산하는데, 이것은 경쟁관계의 일반 목재 생산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발생

시킬 것이다. 만약 공유림이 잘 관리되면서 비용이 잠재적으로 더 높다면, 비용

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다. 그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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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다. 

공유림 단체가 수행하는 경제 활동은 소득을 창출한다. 이러한 활동들에서 

비용이 절감되면, 그 잔액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잔액의 일부는 

공유림 단체가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에 그리고 증권 포트폴리

오에 저축한다. 앞에서 묘사한 것처럼 자원의 많은 양이 현금 또는 보조금으로 

공동산주들에게 지급된다. 

이외에도 공유림 단체는 지역의 사회 개발에 기여한다. 이러한 비용은 사회

적 개발 비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도로, 공장, 전력 시스템, 정수 공장, 제재

소 등 다양한 기반시설에 자금을 지원한다. 모든 공유림이 이러한 것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가 기반시설에 기여한다. 역사적으로 기반시설의 유지

와 자금 조달은 공유림의 핵심 활동이었다(Liljenäs 1977). 대부분의 공유림은 

지방공공자금에 기여하는데, 이것은 공공 도로를 보수하고, 학교를 지원하고, 

공공 양어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도로의 유지보수 이외에 많은 지원들은 

사실 낮은 수준이지만, 공립학교에 악기를 구매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 낚시

터를 제공한 공유림의 사례들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몇몇 지역은 공

공 노력을 지원하는 데 공유림 자원에 온전히 의존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Orsa 공유림은 1934년까지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금을 지원했다. 그

러므로 학교, 도로, 기타 공공 서비스를 위한 지방세를 부여하지 않았다.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세 번째 유형은 지역 체육동호회와 수렵 동호회 등 지

역 NGO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심지어 현금으로 경제적인 수익을 주

로 분배하는 공유림은 항상 지역 단체를 지원해 왔다. 마지막으로 그 잔액의 

일부는 기술과 산림자원 갱신 등 생산적 자본에 재투자된다.

만약 산림기업이 같은 수익을 얻었다면, 그들은 이 수익을 공유림 단체와 다

르게 이용할 것이다. 기업은 그들의 소유자들을 위해 수익을 발생시키지만, 그

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조금을 주지는 않으며, 그들의 자원을 사회 발전에 이용

하지도 않는다. 만약 기업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주요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

산물이거나 친선관계 유지를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산림기업들이 목재 운반

을 위해 대형트럭 전용 도로를 건설하면 훗날 지역 거주자들이 이 도로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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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될 것이다. 가끔 그들은 지역의 체육 동호회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결코 

공유림처럼 체계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상업적인 임업에 참여하는 현대적 공유림과 기업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의 수익을 다르게 이용한다는 것이다. 공유림은 자원을 공동산주들에게 분

배하거나 재투자하는 대신에 공공 서비스에 이용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실

이지만, 공유림의 공공재 공급과 관련한 거래비용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다. 이 비용은 목재를 생산하는 공유림과 목재시장을 운영하는 산림기업 모두

와 관련된다. 그러나 공공재의 생산자와 공급자로서 공유림은 더 다양한 거래

비용에 당면한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방법은 국가 기관들을 포함하

여 다른 행위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교훈의 관점에서 요약한다면, 스웨덴 공유림처럼 오래된 공유림 시스템이 획

일적이거나 또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Mckean and 

Ostrom 1995). 산업화된 사회가 처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충족하기 위해 그들은 

보다 폭넓은 거버넌스 시스템(네트워크)을 창조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동

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보다 더 큰 수준의 복잡성을 만드는 과정이다. 

7. 결론

스웨덴의 공유림이 세계 토지소유권 개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첫째, 모든 제도적 장치는 문맥의존적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데, 이는 공

동 또는 기타 토지소유권 시스템을 도입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동유럽 

공산국가에서 발견되는 불평등한 성과는 좋은 사례이다. 예를 들면, 구 소비에

트 시스템을 시장지향 구조로 바꾸면서 러시아와 발트 국가들의 산림 분야는 

서로 다른 경로를 가게 되었다.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에스토니아는 더 많이 

생산하고 대중들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는 점에서 러시아보다 훨씬 더 좋은 성

과를 얻었다(Carlsson and Lazdinis 2004). 이는 제도가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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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검증한다. 새로운 제도들은 다른 제도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던 맥락에서 만들어진다.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설정되는 

지는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스웨덴 사례들은 그 시스템을 조직할 때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

도 모른다는 것을 설명한다. 공동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인 전제조건은 사람들이 그것의 조직을 허락하는가이다. 정부가 스웨덴 공유림

을 설립했을 때, 이러한 권리는 법을 통해 보장되었다. 비록 농민들의 자유 정

도는 다른 규제를 통해 형성되었을지라도, 모든 시스템은 보증되었고, 그 시스

템이 유의한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은 최근까지도 농민

들의 농장을 구매해서 공유림 지분을 양도받지 못한다. 맥락 의존성에 대한 첫 

번째 포인트에 관하여,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던 시스템 위에 공유림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언급해야만 한다. 

셋째, 스웨덴 사례는 다양한 유형의 재산권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상당한 장

점이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이러한 혼재는 공동산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동 시스템의 구성원으로서 가격이 높을 때 더 적게 벌채하도록 할 

수 있지만, 개인 산주로서 같은 상황에서 더 많은 양을 판매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모든 산림 관리단체에 적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일반적으로 농

민들은 개인 소유의 농장과 공동 시스템으로 구성된 다양한 자원 기반에서 이

익을 얻는 것이 안전하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계를 공동 시스

템에 온전히 의존한다. 스웨덴 시스템은 공유림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측

면에서 중요했지만, 개별 소유를 동시에 인정함으로써 공유림이 자원과 소득에 

유일한 접근 수단이 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도록 

도울 것이다. 예를 들면, 공유림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벌채는 스

웨덴 공유림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넷째, 많은 공유림 단체들은 규정의 합법성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스웨

덴 공유림에서 갈등이 존재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결정에 합법성이 

높게 평가된다고 한다. 공동산주들은 조직을 선출하고 전문 산림경영인과 함께 

이를 관리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농민들과 가족들은 관리활동에 더욱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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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특히 더 큰 공유림 단체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개벌 후

의 소각과 같은 것이다. 개별 농장과 공유림 임업 사이의 긴 한 연결은 공유

림으로부터 사적 소유 토지로 지식이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분명

하다. 예를 들면, 공유림은 빈번하게 공동산주들에게 이른바 산림계획에 필요

한 자금을 지원해준다. 정부의 산림 관리자들이 농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

명할 때, 공공 산림정책은 소규모 산주들에게 이행될 것이다. 

다섯째, 스웨덴 공유림의 축적된 경험은 사회를 구축하는 데 공동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 잘 관리된 시스템은 공동 목적을 위해 

도로와 기타 기반시설과 같은 중요한 자원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공동 시스템이 사회를 건립하고 또 당국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발과정의 초기에 특히 중요하다. 스웨덴 공유림

은 변화하는 상황 때문에 정책도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적응도 공유림 시스템이 스스로의 지역 기반을 성공

적으로 유지할 때에만 가능하다. 도시화와 인구 이동은 이를 어렵게 한다. 

여섯째, 이 논문에서는 지역림이 기후변화, 산림전용, 자원고갈을 완화하는 

데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지 못했다.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유지

하는 데 미치는 역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그

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는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잘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단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데, 이는 때때로 ‘공

동’ ‘개인’ ‘국가’라는 용어로 공동체와 기타 시스템을 논의할 때 가정된다. 자

원 이용자 커뮤니티와 국가의 권력 공유에 대한 많은 제안들은, 순수한 분야가 

존재하고 국가가 하나의 참여자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스웨덴 공유림 사례가 

보여주듯이 국가는 많은 측면을 가지고 있고, 다른 단위들은 공동 시스템과 다

른 관계를 맺고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국가의 특징은 많은 나라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더 많은 공동 시스템을 포함하는 토지 소유권 개혁은 이것을 고려할 것

이다. 결과적으로 공유림 시스템이 독립성을 제공받는 만큼, 구성원들이나 공

동산주들이 국가 당국뿐만 아니라 민간 행위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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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것이다. 이것은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는 권력 공유 협약이 과정의 시작점

이라기보다 오히려 성과라는 점을 의미한다(Carlsson and Berkes 2005). 공유림 

시스템의 설립은 그러한 과정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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