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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build frameworks for a guideline of community forest projects with respect to 
ODA of Kore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in forest fields. Community forestry is a worldwide phenomenon which 
began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Nepal, Gambia, Guinea, and Indonesia and has been gradually recognized as an 
effective measure for ODA in forestry areas from ODA/DAC countries and the other international donors. This study 
investigated types of community forest status, mechanisms of community forest project conducted by ODA/DAC countries 
or the other international donors, and CFM (Community Forest management) success factors. As a result of our study,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resource users, having different economic and social status, perspectives, knowledge systems, 
values, understandings and objectives in community based forestry. Consequently, the clear forest tenure systems enabling 
communities to get motivated for the projects, the most appropriate agroforestry systems in different countries, capability 
of community to manage forest and etc must be considered carefully when the community forest project are implemented 
for ODA of Korea in order to gain successful results from ODA in forestry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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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환경문제 중에

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산림분야

의 대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Post-2012에 대비하여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ODA(Official Develop-

ment Assistance), 열대림, 그리고 북한 조림 등 우리나라

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정

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국제사회는 새 천년을 맞아 천년개발목표(MDGs)를 채

택하고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MDGs 달성을 위해 개발원조의 효과적 

사용에 대해 강한 공감대를 공유하였다(KOICA, 2010). 이

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원조 효과성에 대한 고위급 회의

를 거듭해오면서 2005년에는 ‘원조효과성 제고에 대한 파

리선언(Paris Declaration: PD)’을 2008년 아크라에서 개

최된 제3차 고위급 회의에서는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을 채택하여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흐름에 따라 

한국정부는 2009년 11월 공식적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

회(DAC)의 가입이 결정되면서 OECD/DAC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파리선언(PD)과 아크라행동계획(AAA)을 이행하

여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KOIC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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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DA사업의 동향은 양자 간 협력 체계에서 민관협

력을 통한 다자간 협력 체계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로 물자

제공 등의 하드웨어적 지원에서 교육, 보건, 환경 분야 등

의 사회개발분야로 소프트웨어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

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사업을 ODA 사업방식 중의 하나인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체계와 연계를 통한 사

업방식의 기초적인 모형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Jo, 

2010).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한국정부와 기업에서 산

림분야로 해외진출을 하는데 필요한 community forest 조

성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및 이용 방안이 다방면에서 

도출되어야 하며, 국외 community forest의 조성현황 분

석과 향후 community forest 관련 ODA 사업 실행 시 필요

한 국내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림관련 ODA사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재료 및 방법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 조성된 community 

forest 조성 사례지를 대상으로 문헌조사와 인도네시아의 

community forest 현황 파악을 위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OECD/DAC 선진국들과 ICRAF(the International Centre 

for Research in Agroforestry), World Bank 등의 국제기

구에 의해 시행되거나 국가 자체적으로 실행한 프로젝트들

의 체계와 현황 파악을 위해 community forest의 전반적

인 조성 위치현황을 파악하고, 위치현황을 바탕으로 사업

의 목적, 결과,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community forest가 가장 잘 실행되고 있는 나라

로 알려진 네팔과 필리핀에서 Bishnu Upreti와 Annals of 

Tropical Research에 의하여 각각 실시된 SWOT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한국정부의 community forest 프로젝트 조성 

사업 시 필요한 사항들과 네팔에서 시행된 영국의 대외원

조기구인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

ment)와 스위스의 대외원조기구 SDC(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의 community forest 조

성 프로젝트의 기간, 실행기관, 중요자본지원기구, 사업목

적, 그리고 지원 자금을 조사·분석 하였다. 또한, 네팔정부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현재까지 실행한 com-

munity forest를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목적, 성격, 규모, 

그리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분석 하였다.

해외에서 실시된 산림분야 ODA 사업의 community 

forest 조성 프로젝트의 실행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니에서 2005∼2008년에 CIFOR(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그리고 ICRAF(the Inter-

national Centre for Research in Agroforestry)에 의해 지

원을 받은 LAMIL(the Landscape Management for 

Improved Livelihoods) 프로젝트의 메커니즘을 단계별로 

분석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Community forest 개념

마을숲(community forest)은 제3세계에서의 산림황폐

화와 산림전용 증가 등의 사회 ․ 경제적인 발전을 위한 산림

산업발전모델의 실패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부각되었으며, 

제3세계에서는 그들의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자원의 민영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사회․
문화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상호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COFTC, 2004).

국제 마을숲 센터(National community forest Center, 

2000)에 따르면 community forestry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임업활동에 참여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community forest 경영은 지역주민들이 산림경영에서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의 생활수준

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황폐화 되고 있는 산림을 회복을 시

킨다고 보고되고 있다(FAO, 2006). 전 세계에서 산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30개 국가 중 24개국의 커뮤니티와 토

착민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산림 소유권의 

현황은 Table 1과 같다.  

2. Community forest 유형별 분류

네팔의 community forest는 가장 성공적인 실례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네팔

의 community forest는 전체 산림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community forest가 활성화된 후부

터 과거에 산림전용 및 산림이 황폐화 되었던 산림은 상당 

부분 회복 되었고 동시에 community forest 관련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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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fficial forest ownership in 24 of the 30 most forested countries(White and Martin, 2002).

국    가

100만 ha단위의 면적 (국가 전체면적에서의 산림비율)
공유림 사유림

정부에 의한 관리 커뮤니티․토착민에 의한 관리 커뮤니티․토착민에 의한 관리 개인․회사에 의한 관리

러시아 886.5 (100) 0 (0) 0 (0) 0 (0)
브라질 423.7 (77.0) 74.5 (13.0) 0 (0) 57.3 (10)
케나다 388.9 (93.2) 1.4 (0.3) 0 (0) 27.2 (6.5)
미국 110.0 (37.8) 17.1 (5.9) 0 (0) 164.1 (56.3)
중국 58.2 (45.0) 0 (0) 70.3 (55.0) 0 (0)
호주 410.3 (70.9) 0 (0) 53.5 (9.3) 114.6 (19.8)
콩고 109.2 (100) 0 (0) 0 (0) 0 (0)
인도네시아 104.0 (99.4) 0.6 (0.6) 0 (0) 0 (0)
페루 n.d.* 8.4 (1.2) 22.5 (33.0) n.d.
인도 53.6 (76.1) 11.6 (16.5) 0 (0) 5.2 (7.4)
수단 40.6 (98.0) 0.8 (2.0) 0 (0) 0(0
멕시코 2.75 (5.0) 0 (0) 44.0 (80.0) 8.3 (15.0)
볼리비아 28.2 (53.2) 16.6 (31.3) 2.8 (5.3) 5.4 (10.2)
콜롬비아 n.d. n.d. 24.5 (46.0) n.d.*.
탄자니아 38.5 (99.1) 0.4 (0.9) 0 (0) 0 (0)
아르헨티나 5.7 (20.5) 0 (0) 0 (0) 22.2 (79.5)
미얀마 27.1 (100) 0 (0) 0 (0) 0 (0)
파푸아뉴기니 0.8 (3.0) 0 (0) 25.9 (97.0) 0 (0)
스웨덴 6.1 (20.2) 0 (0) 0 (0) 24.1 (79.8)
일본 10.5 (41.8) 0 (0) 0 (0) 14.6 (58.2)
카메룬 22.8 (100) 0 (0) 0 (0) 0 (0)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22.9 (100) 0 (0) 0 (0) 0 (0)
가봉 21.0 (100) 0 (0) 0 (0) 0 (0)
가이아나 30.9(91.7) 0 (0) 2.8(8.3) 0 (0)
합계 2,803.2 131.4 246.3 443.0

n.d* : no data

들의 생활수준은 예전보다 향상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FAO, 2006).

현재까지 네팔에서 실시된 community forest 조성 사업 

모델들을 유형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에서 시행된 community forest 조

성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 할 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Bijay Kumar Singh, 2001).

가) Super Management Model

네팔정부는 1978년에 마을회의(Panchayat)의 행정가 

및 정치인들을 통해서 산림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산림

경영에 참가시키기 위해 이 모델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

지 주민들은 덩굴･관목 베기와 묘목을 운반하고 풀베기 작

업 등의 제한된 참여로 인하여 산림경영에 대한 역할은 극

히 한정적이었으며, 산림경영에 관련된 모든 사업은 지방

산림청에서 결정하였다.

나) NGO Supported Model

본 모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community forest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산림을 무료로 제공하

고, NGO는 community forest의 홍보와 지역주민의 능력

을 배양하는데 기여하는 시스템의 형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네팔에서 1995년에 설립된 산림 커뮤니티 연합(The 

Federation of Community Forest Users Nepal: FECOFUN)

과 같은 시민단체와 NGO들은 조림과 관련된 기술적인 지

식과 주요수종들의 묘목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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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epal UK Community Forestry Project(Pokharel et al., 
1999).

프로젝트명 네팔-영국 커뮤니티 산림 프로젝트

기간 1993/07/16 - 2001/01/15
실행기관 MFSC, DoF, DFID Kathmandu 

중요자본지원기구 DFID 
지원 자금 GBP 7,450,000 

Table 3. Nepal Swiss Community Forestry Project(Hobley et al., 
2007).

프로젝트명 네팔-스위스 커뮤니티 산림 프로젝트

기간 2004/07/01 - 2008/07/01
실행기관 Intercooperation, Bern 

중요자본지원기구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지원 자금 CHF 7,832,700 

식적 또는 공식적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산림경영에 대한 토

론, 미팅,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들을 도와줌으로

써 지역주민들의 산림경영에 대한 권리를 강화시키는데 노

력하였다.

다) Partnership Model

본 모델은 전국적으로 네팔에 있는 산림 주변의 커뮤니

티들에게 많이 보편화 되어 있는 형태이다. 산림을 통해 

수입을 만들려는 FUGs(Forest User Groups)와 네팔 산림

청과는 계약 관계에 있으며, 정부는 FUGs에게 산림사용

권, 그리고 경영 및 산림보호와 관련된 지식들을 제공하였

다. FUGs는 그들에게 주어진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스스

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경영을 위한 규율을 만

들어 구성원들을 관리 하였다.

라) Leasehold Contract Model

네팔 정부는 산림주변의 커뮤니티와 일반사유회사에게 

계약을 통해 산림경영권을 특정기간동안 임대하였다. 현재 

임차인은 정부로부터 최고 25년간의 경영권과 재신청할 경

우 25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지식

과 자본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산림생산물들을 시장에서 거

래 할 수 있다. 네팔정부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Leasehold 

Contract Model을 기반으로 한 산림의 100,000 ha 확장을 

목표로 하였지만, 산림훼손에 대한 공무원과 기타 단체들

의 우려와 반대로 국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3. 개발대상국에서 실행된 Community forest 

프로젝트

미국의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1980년 이후부터 감비아, 기니, 르완다, 

세네갈, 우간다,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과테말라 등 

아프리카 및 아시아대륙의 개발대상국 위주로 community 

forest 조성 프로젝트를 실행해 오고 있다(USAID, 2010). 

이중 기니에서 1996년부터 15년 동안 USAID 주관으로 

실행된 community forest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1996년 

Chemonix International의 지원을 받은 CBFM의 초기 모

델인 NRMA(Natural Resource Management Activities)

을 소개하고 2005∼2008년에 CIFOR(Center for Inter-

national Forestry Research), USAID, ICRAF(the Inter-

national Centre for Research in Agroforestry)에 의해 

지원을 받은 LAMIL(the Landscape Management for 

Improved Livelihoods) 프로젝트를 실행 했다(USAID, 

2009).  

이 프로젝트들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을 산림경영에 적극

적으로 참여시키고 기니의 산림공무원들과 마을 주민들에

게 생물 다양성 보전과 산림천연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기니의 산림경영에 적합한 혼농임업의 소개를 

통하여 산림경영으로부터 커뮤니티 수입을 향상시켰다. 

LAMIL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발생

한 산림황폐화 및 산림전용의 감소, 마을 주민들의 산림경

영 참여 증가, 그리고 협력경영을 실행할 커뮤니티와 국가

의 기술적인 능력을 향상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USAID, 

2009).

네팔에서 시행되었던 영국의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스위스의 SDC(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의 community 

forest 조성 프로젝트의 기간, 실행기관, 중요자본지원기

구 그리고 지원 자금은 Table 2, 3과 같다(Pokharel 등, 

1999). 

영국에 의하여 실행된 Nepal UK community forestry 

프로젝트는 네팔 7개 지역에서 커뮤니티들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고, FUGs(Forest User Groups)의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능력을 배양하고자 실시되었다. NUKCFP(Nepal Swiss 

community forestry Project)는 1993년부터 네팔의 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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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agiri 지방에서 3개 구역, 그리고 Koshi 언덕에서 4개 

구역의 총 7개 지역에서 2001년까지 시행되었다. 이 프로

젝트는 네팔의 산림청, NGO 등과 함께 참여주민들의 산림

경영 능력을 배양 하였으며 현재 프로젝트에 참여한 FUG

들은 이 지역 산림의 40∼70%를 경영하고 있다(Hobley 

등, 2007)

스위스에 의하여 실행된 Nepal Swiss community 

forestry 프로젝트는 2004년부터 네팔의 Dolakha, Okhal-

dunga, 그리고 Ramechap 지역에서  네팔정부, 스위스에

서 해외원조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NGO인 Bern 그리

고 국외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스위스의 Inter-

cooperation이 경제적으로 소외받은 빈민계층의 생활수준

을 향상 시키며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통한 지역 경제성장

을 목표로 하여 2008년까지 총 5년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프로젝트의 완료 후 빈민구제 및 산림보호 측면에서 성공

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되고 있다(Mary Hobley 등, 

2007).

4. Community forest 실행 메커니즘

위에서 언급한 USIAD 주관으로 기니에서 실행된 

LAMIL 프로젝트의 실행 메커니즘에선 FIVA(the Farmers‘ 
Initiative and Vision based Approach)를 도입하여 다음

과 같이 7단계로 진행이 되었다(USAID, 2009).

1단계: CBFM에 관심이 있는 커뮤니티들을 모집하여 신

청 지역 커뮤니티를 둘러싸고 있는 산림에 대한 정확한 산

림 지황･임황 조사와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실행하는 단계

이다. 이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그룹과 지방 당국은 지속가

능한 산림 경영을 진행시키기 위해 주변 환경에 적합하며 

커뮤니티가 원하는 조림방법, 산림경영방법, 혼농임업 시

스템과 현재 진행 중인 계획, 산림의 사회-경제학적, 생물

-물리학적환경과 관련된 지역 현황 등을 파악 한다.

2단계: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산림천연자원경영과 

관련된 생활수단에 대한 각각 다른 목적들을 파악하고 협

력적인 산림경영활동을 통해 최대한의 이득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한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하여 CBFM 실시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커뮤니티 구

성원 간의 마찰을 최소화 한다.

3단계: 산림천연자원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 기술, 선택된 지역에 적합한 혼농임업 시스템의 채택

을 위한 NGO와 공무원들, 국가농업연구소 등으로부터 정

보 수집을 하는 단계이다.

4단계: 커뮤니티들의 능력배양을 위해 조직개발, 집단

역학, 경영･기술적인 방면에서의 전문가 단체들을 조직하

는 단계이다.

5단계: 지역 주민조직들에게 지속 가능한 천연자원경영

과 동시에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회･경제학적 기회들

을 지닌 혼농임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전파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는 주변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혼농임

업의 여러 가지 시스템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역주민들의 

산림천연자원경영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CBFM의 효율성

을 증가시킨다.

6단계: 기존에 FIVA 접근방식에 적용된 사업이 실시된 

지역을 방문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은 

성공 또는 성공하지 못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방법에 대

한 경험을 공유하고 혼농임업 시스템에 대한 지식들을 공

유한다. 

7단계: 주기적으로 사업을 보완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

에서는 지방정부당국들과 커뮤니티, 농민들과의 협력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정규적으로 시행과정을 확인한다. CBFM 

전문가들은 수집된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들

을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수정하는데 이용한다.

5. Community forest의 성공적인 조성사업을 

위한 혼농임업의 필요성

혼농임업은 다년생 수목들이 생물적, 경제적으로 같은 

지역에 연년생 작물 또는 가축들과 함께 경영되는 산림경

영의 하나의 유형이다. 혼농임업의 목적은 산림 생산물의 

다양화, 이동농작물 감소, 토양비옥도의 향상, 콩과식물 등

으로 공중질소의 고정, 식물필수영양소들의 순환, 식물이 

살기 적합한 미기후 형성, 지속 가능한 산림 생산물의 생산 

등이 있으며 다음의 4가지 특징을 지닌다. 1) 다모작의 형

태이다, 2) 다년생 나무는 혼농임업 시 반드시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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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pecies used in community forest projects (Oikawa, 1998).

주요 재배 수종․작물들 용       도

Tectona grandis ∙ 목재, 연료, 음식물을 포장할 잎

Pinus merkusii ∙ 목재, 연료, 송진

관목 ∙ 연료

잔디 ∙ 주민들이 키우는 가축들의 사료

Palawija(옥수수, 카사바, 밭벼, 땅콩) ∙ 음식

바나나 ∙ 음식

3) 일반 산림경영보다 산림 생산물이 다양하다 4) 생물적 

그리고/또는 경제적 상호작용을 가진다(Somarriba, 1992).

앞서 언급된 많은 장점들 때문에 혼농임업은 개발도상국

의 빈곤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중요한 생계수단으로서 이용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OECD/DAC의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들은 혼농임업에 대하여 산림분야 ODA의 효과적

인 프로젝트들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 

OECD/DAC 선진국들과 ICRAF, World Bank등에 의해 

실행된 community forest 조성사업들을 살펴보면 프로젝

트에 참가한 커뮤니티들의 지속적인 수입을 위한 수종/작

물들을 조림하여 커뮤니티들의 적극적인 프로젝트의 참여

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community forest가 활성화 된 인도네시아에서 실행된 

community forest 조성 사업들에서 조림되었던 주요 수종･
작물들은 Table 4와 같다(Yosei, 1998). 인도네시아 지역

주민들은 티크나무(Tectona grandis)와 수마트란 소나무

(Pinus merkusii)등의 교목을 조림하며 이들이 벌기령에 

도달하기 전에 옥수수, 카사바, 밭벼, 땅콩 등의 작물들을 

재배하면서 community forest 조성사업 시 필수 조건인 지

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OECD/DAC 국가들과 

세계기구들의 흐름 속에서 한국정부의 community forest

관련 ODA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수혜국

들의 혼농임업과 관련된 조사가 프로젝트 시행 전에 철저

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6. Community forest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명확한 산림 보유권의  필요성

산림 보유권은 산림자원의 사용과 경영을 위한 관습적 

또는 법적으로 정의된 산림 소유권이다. 개발대상국가 대

부분의 빈민계층 사람들의 산림 보유권은 명확하지 않으며 

그들의 산림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Bruce, 2004). 

마을숲(community forest) 프로젝트 관련 선행 연구들

을 살펴보면 주민들에게 명확하고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산림 보유권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주었을 때 프

로젝트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고 이에 따라 프

로그램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Reeb. 등, 2007). FAO 세

계 산림 자원 평가는 개발도상국가의 국민들은 중요한 생

계수단으로서 산림자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산림자원에 의존하는 빈곤계층의 법적으로 

보호된 명확한 산림 보유권이 보급되면 개발도상국가의 빈

민계층의 생활수준을 상당히 향상 시킬 수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FAO, 2006).  

마을숲(community forest)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결과

를 위한 메커니즘 중 하나는 커뮤니티들이 산림 보유권을 

갖는 것이라고 FAO는 강조하고 있다(FAO, 2006). 향후 

한국정부의 community forest와 관련된 ODA 사업 시 프로

그램 참여자들의 명확하고 합법적인 산림 보유권은 지속가

능한 산림경영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소외된 빈민계층의 생

활수준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황폐화된 산림을 회복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수혜국들의 산림 보유권 현황은 

community forest 프로젝트 전에 철저히 조사될 필요가 있

다고 사료된다.

7. SWOT 분석을 통한 CBFM 문제점

현재 개발도상국들에서 CBFM은 활성화 되고 있지만 네

팔과 필리핀의 SWOT분석을 살펴보면 CBFM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발견된다(Table 5, 6). 

예를 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CBFM들은 아직 소규모이

며, 산림 보유권의 법적인 불확실성, 커뮤니티들의 외부지

원자금의 의존성, 관료들의 부패, community forest 가이

드라인의 부족, community forest로부터 창출된 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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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WOT analysis of community forest status in Nepal 
(CIFOR, 2001).

강점

- CBFM에 대한 인지도의 상승과 많은 경험들의 축적

- 산림자원에 대한 사용자들의 접근 권한의 확대

- 문제해결 방안의 향상 

- 경험이 쌓인 지방기구들

- 천연갱신의 향상

- 산불발생 감소

- 커뮤니티그룹의 능력배양

- community forest 면적 증가

- 지역 주민들의 책임감 증가

- 저지대에서 산림황폐화의 감소

약점

- 사회적 평등 문제 (정책과 관행의 차이)
- 양적인 목표만의 집중

- 빈부격차의 증가

- 투명성의 부족

- 지원 단체의 필요

- 계획단계에서 약자그룹 대변자의 부족

- 작은 규모의 CBFM
- 산림사용자들의 기술적인 지식의 부족

- 산림정책의 부적합

- 독재적인 관료들

기회

- 네팔정부의 민주주의

- 커뮤니티들의 관심

- 세계적인 관심과 의무감

위협

- 네팔 목재법인회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33개 구역의 입목을 벌

채할 독점권한 

- 힘이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기득권 문제 

- 부패의 심각성

Table 6. SWOT analysis of community forest status in 
Philippines(Suh et al., 2005).

강점

-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공식적으로 산림에 대한 소유권 및 산림

을 경영 할 수 있는 권한

- 자원의 이용과 지원 프로그램(예: 토양, 기술, 묘목 그리고 훈련)
- 수목들을 조림할 많은 수의 커뮤니티들을 지원하고 CBFM에 

포함

- 활발한 참여를 통해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의 협동심 

- 지속가능한 발전: 장기적인 생태학적 이익

- 소규모 자작농들의 생활수준의 향상, 특별히 고지대에 사는 사

람들의 수준향상

- 환경자원부, LGU(Local Governmental Unit), NGO와 PO 
(People's Organization)의 상호작용에 의한 커뮤니티들의 능

력배양

- 목재시장의 높은 요구의 잠재성

약점

- 지원 자본의 부족

- 복잡하고 불확실한 정부의 규정

- 정보, 교육과 의사소통의 부족

- 불충분한 가이드라인

- 행정적인 요구들을 처리하고 조직을 이끌어갈 커뮤니티들의 

능력 부족

- 인력들의 부족과 구조적으로 약한 지역단체

- 수송 기반시설의 빈약한 현황

- 수목과 땅에 관한 권한의 불투명한 권한

기회

- 투자 또는 외국자본지원의 이용가능성

- 생계수단의 다양화, 고지대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경제적인 안전성의 잠재성

- 임업교육, 토착주민들의 지식의 향상에 대한 잠재성

- POs의 리더십, 민주주의, 집단응집력, 도덕성의 강화

- CBFM의 계획으로 현재 성장하고 있는 목재수종을 위한 안정

적인 시장의 설립 

- 적합한 장소에 적합한 수종의 조림: 실행 가능한 조림, 조림기

술의 향상

위협

- 반대 입장을 지닌 정치적 간섭

- CBFM관련 정치적 공약 불이행

- 불확실한 산림 보유권과 수확권의 목재수확을 위한 수목조림의 

의욕상실 유발

- 정부정책의 변화들

- 커뮤니티들의 긍정적인 자세의 지속성, 동기 또는 참여의 부족

- CBFM 계획안에서 생산된 NTFP을 위한 시장의 축소

- 이해당사자 그룹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과 보고의 부족

- 자연재해(예: 태풍, 산불)에 의한 심각한 조림 피해의 잠재성

불공정한 분배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향후 한국정부의 수혜국에서의 효과적인 community 

forest 조성 프로젝트의 차후관리를 위해선 앞에서 언급되

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며, 단기적

인 결과만을 추구하지 말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지역 주민

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동시에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IV. 결 론

현재 CBFM은 대륙별, 나라별, 그리고 지역별로 상당히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며 각각의 CBFM의 특성은 다르기 

때문에 향후 한국정부의 community forest 관련 ODA 프

로젝트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수혜국들의 문화, 지

역토착민들의 산림경영방식, 국가산림계획과의 지역주민

들의 마찰여부, 산림 보유권의 형태, 실패 또는 성공적이었

던 community forest의 프로세스조사, 산림환경과 지역

주민들에게 적합한 혼농임업 시스템의 조사 등의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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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국, 스위스 등의 OECD/DAC 선진국들과 ICRAF,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에 의해 시행된 프로젝트를 살

펴보면 community forest 관련 프로젝트 실행 시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였으며 2000∼2008년 기니에서 USAID 주

관, CIFOR와 ICRAF의 협력으로 진행된 the Landscape 

Management for Improved Livelihoods 프로젝트에서 사

용하였던 FIVA의 7단계 접근방식처럼 community forest

와 관련된 NGO, 국가산림연구소로부터 프로젝트에 필요

한 정보를 얻고 3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현재 개발도상국들에서의 CBFM은 활성화 되고 있지만 

CBFM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하여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많

다. 예를 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CBFM들은 아직 소규모

이며, 산림 보유권의 법적인 불확실성, 커뮤니티들의 외부

지원자금의 의존성, 관료들의 부패, community forest 가

이드라인의 부족, community forest로부터 창출된 수입

의 불공정한 분배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향후 한국정부의 수혜국에서의 효과적인 community 

forest 조성 프로젝트를 위해선 앞에서 언급되었던 문제점

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결과

만을 추구하는 것을 지양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커뮤니티

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시에 산림을 보호할 수 있게 충

분한 사전조사와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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