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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ivate antidesertification afforestation support project’ in the 

Kubuqi Desert through a survey of local residents and interviews with relevant personnel. 

Based on this survey, gender, age, and occupational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the project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project was evaluated based on the OECD/DAC criteria using 

survey result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relevant personnel. The survey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participants answered most of the questions positively, claiming that they were 

receiving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through the project. However, most of 

the participants answered negatively to questions regarding the understanding of the project 

and relevant information. Gender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the project were not found, 

whereas, age and occupational differences in perception were found. Older age groups 

showed higher levels of perception. Participants in the agro-livestock industry and office 

workers showed higher levels of perception compared to middle/high school students, the 

unemployed and college students. Teenagers, in particular, showed the lowest level of 

perception of the project, and thus, promotional activities targeting teenagers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Results of this evaluation of the project based on the OECD/DAC’s 

five criteria (relevance, effectiveness, efficiency, impact, and sustainability) showed that the 

project operated effectively for the most part.

Keywords: combating desertification, desertification, Kubuqi desert, private 

antidesertification afforestation

Introduction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막화의 면적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사막화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원인과 인간의 무분별한 활동의 결과로 건조, 반건조, 아습윤 기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가 변질되는 현상이다(UNCCD, 1994).

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의 10

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뭄과 사막화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UNCCD, 2004). 이로 인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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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경제적 피해는 총예산의 1/6에 해당하는 42조원에 이른다(KFRI, 2004).

중국은 세계적으로 사막화 면적이 넓고 분포지역이 광범위하여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2009년 기준 중국의 

사막화의 면적은 262.37만 km2이며 전 국토의 27.33%를 차지하고 있다(SFA. 2011). 또한 사막화가 심각하게 진행되

는 곳에서는 환경파괴의 영향으로 생존을 위협받아 본래의 지역에서 이주한 주민들까지 발생하고 있다(Bair, 2006).

특히 쿠부치사막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에 있는 사막으로 수도 북경과 가장 가까운 사막이며 우

리나라 황사 피해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다. 동서의 길이는 262 km, 면적은 약 16,100 km2에 이르러 중국에서 7번째,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사막이다. 위치는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의 어얼도스 고원(鄂爾多斯高原) 북부에 있으며, 총 사

막화 면적의 40%가 네이멍구자치구에 집중되어 있다(Xiao et al., 2006). 

봄이 되어 편서풍이 불면 이곳의 황사가 하루 만에 한반도에 이르며,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큰 피해를 준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6년 10월 20일 중화전국청년연합회(공청단), 내몽고자치구 어얼도스시 다라터치인민정부와 

‘한·중우호녹색장성’ 건설사업 합작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사막화와 황사 방지를 위한 녹색장성 건설 사업을 시작

하였으며(Bak, 2008), 지금도 꾸준히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쿠부치사막에 진행되고 있는 ‘민간 사막화 방지 조림 지원사업’을 지역주민 인식조사와 관

계자 면담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해당사업은 조림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진행방향을 알아 볼 수 있는 단계이다. 해당사업이 향후 효율적으로 진행되

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Materials and Methods

인식조사 및 면담 구성

인식조사 설문은 성별, 연령, 직업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 만족도 등으로 선행 설문자료 

분석 방법론 자료를 토대로 설계하였다(Babbie, 2015). 이해도 항목은 사막화 및 황사 피해에 대한 인식 정도, 조림의 

중요성, ‘민간 사막화방지 조림 지원사업’과 해당사업 내용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질의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 및 명목형으로 구성하였다(Boone and Boone, 2012). 사업의 만족도 또한 5점 척도 및 명

목형으로 해당 조림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정도, 조림사업에 따른 변화정도, 사업의 사업의 

영향력, 사업의 계속 가능성에 대한 질의로 구성하였다. 현장 관계자들과의 심층 면담은 사업목표 달성 정도, 사업의 

파급효과, 비용 산정의 적절성, 애로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

인식조사는 ‘민간 사막화방지 조림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어얼도스시(鄂尔多斯市) 현장 공무원 관계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29일에서 7월 3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였다. 인식조사 설문지는 총 250부 중 불성실한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총 224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인식조사 설문지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T-검정(T-Test), 분산분석(ANOVA)을 이

용하였다. 심층 면담은 실제 해당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해 질문을 한 후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개방식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해당사업을 평가하였다.

평가 내용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이해도 및 만족도 인식조사와 심층 면담 결과를 토대하였다. ODA 지원

에 따른 정책 차원의 평가, 영향평가, 집행 평가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Martens, 2002; Dalgaard, 2004), 

OECD/ DAC의 5대 기준에 따른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별로 평가를 나누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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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인식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식조사 응답자 224명의 성별, 연령, 직업군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 Percent (%)

Gender Male 140 62.5

Female 84 37.5

Age Teens 75 33.5

20s 50 22.3

30s 72 32.1

over 40 27 12.1

Occupation Agro-livestock 39 17.4

Office jobs 43 19.2

Technical jobs 38 17.0

Middle/High school student 68 30.3

Others 36 16.1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62.5%와 37.5%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는 10대가 3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30대와 10대가 33.5%와 32.1%, 20대가 22.3%, 40대 이상이 12.1%의 순서로 나타났다. 직업 

분포는 중·고등학생이 30.3%, 사무직이 19.2%, 농·축산업이 17.4%, 기술직이 17%로 나타났으며, 무직, 대학생, 일

용직 등의 기타 직업이 16.1%로 나타났다.

‘민간 사막화 방지 조림 지원사업’ 인식조사

‘민간 사막화 방지 조림 지원사업’ 및 사막화 현상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사막화 및 황사 피해 및 조림 필요성, 해당사

업에 대한 이해, 해당사업의 영향력, 해당사업의 계속 가능 여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또한, 빈도분석을 통해 각 항

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사막화 및 황사 피해 인식 정도

중국 산림 및 환경 피해, 사막화 및 황사 저감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중국 산림분야의 당면 과제

를 조사하였다. 중국의 사막화 및 황사 피해 인식조사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Level of residents’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desertification and yellow dust. 

Questions Mean S.D

Forest and environmental damages in China are severe (A1) 4.07 0.96

Desertification in China is increasing every year (A2) 3.57 1.17

I am aware that people are moving to cities due to desertification, and 

that it is causing an increase in urban poor (A3)

3.92 0.94

Improvement measures shall be made on damages from desertification 

and yellow dust (A4)

3.22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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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은 5점 척도 기준, 각 항목에 대해서 4.07점(A1), 3.57점(A2), 3.92점(A3), 3.22(A4)으로 평가하였다. 인식

조사 결과 중국의 산림 및 환경 피해, 사막화의 증가, 도시빈민의 증가, 사막화 및 황사에 대한 개선 필요의 모든 항목

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응답자들은 중국 내 산림 및 환경 피해 정도를 체감할 정도로 

피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빈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막화 및 황사 피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조림 필요성 인식 정도

조림을 통한 지역환경의 영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5점 척도 기준, 4.07점(B1)으로 평가하였다. 인식

조사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조림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에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응답자들이 조림사업이 

해당지역에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조림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명목형 질의를 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Table 3).

Table 3. Positive and negative level of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of afforestation.

Questions N Percent (%)

By planting trees, the lands are narrowed to inconvenience pasturing or 

farming

20 8.9

Trees grow naturally, and it is unnecessary to plant them 3 1.3

It is good for the environment 35 15.6

We have cleaner air after planting trees 153 68.3

We have more water after planting trees 13 5.9

Total 224 100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224명 중 68.3%의 응답자들이 조림을 통해 공기가 좋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15.6%의 응

답자들은 조림의 환경 가꾸기의 측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조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응답은 각각 8.9%, 

1.3%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민간 사막화 방지 조림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

‘민간 사막화 방지 조림 지원사업’이 쿠부치사막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과 해외기술과해당사업의 내용에 대한 

인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Level of perception of ‘Private Antidesertification Afforestation support Project’.

Questions Mean S.D

I am awar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conducting forestry projects 

in Kubuqi Desert with foreign capital. (C1)

2.88 1.19

We can achieve better results through afforestation projects using 

foreign technologies than Chinese technologies. (C2)

3.40 0.94

I am aware of the details of ‘Private Antidesertification Afforestation 

support Project. (C3)

2.48 1.18

응답자들은 5점 척도 기준, 각 항목마다 2.88점(C1), 3.40점(C2), 2.48점(C3)으로 평가하였다. 인식조사 결과 ‘민간 

사막화 방지 조림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는 한국정부가 쿠부치사막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과 해당사업

의 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가 많지 않아 해당사업에 대해 응답자들의 이해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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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술에 대한 인식 정도는 다른 항목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해외 조림기술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사막화 방지 조림 지원사업’에 대한 영향력

‘민간 사박화 방지 조림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 경제, 환경적인 영향력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 of ‘Private Antidesertification Afforestation support Project’.

Questions Mean S.D

The above project had positive impacts on local society and economy (D1) 3.92 0.87

The above projec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D2) 4.03 0.86

응답자들은 5점 척도 기준, 각 항목마다 3.92점(D1), 4.03점(D2)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의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으

로 평가하였다. 해당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묻는 인식조사 결과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해당사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해당사업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해당사업을 

통해 얻은 혜택을 다중응답으로 질의한 결과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6. Benefits acquired from ‘Private Antidesertification Afforestation support Project’.

Questions N Percent (%)

It is not beneficial at all. 30 9.4

I acquired more knowledge such as how to plant a tree. 66 20.8

I found an employment opportunity and earned money by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51 16.0

The local environment has improved with more trees. 171 53.8

Total 318 100

인식조사 결과 해당사업을 통해 얻은 혜택으로 53.8%의 응답자들이 주변 환경이 좋아졌다고 응답하여 환경적으

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효과인 조림기술의 습득이 20.8%, 일자리 창출은 16%로 대다

수의 응답자들이 해당사업 통해 얻은 혜택이 크다고 인식하였다. 

‘민간 사막화 방지 조림 지원사업’ 지속가능성 인식 정도

‘민간 사막화 방지 조림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평균 5점 척도 기준, 4.25점(E1)으로 

평가하였다. 해당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났다. 이

는 응답자들이 해당사업으로 인한 혜택, 주변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 등의 이유로 해당사업의 계속적인 진행을 바란

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향후 해당사업이 계속 시행될 때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민간 사막화 방지 조림 지원사업’의 인식 차이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민간 사막화 방지 조림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

별, 연령별, 직업별로 해당사업에 대해 T-검정(T-test)과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해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연령

대별로는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령과 직업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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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민간 사막화 방지 조림 지원사업’의 인식 정도

성별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식 정도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평균적으로 황사 및 사막화의 피해 정도, 조림의 필요성, 해당사업 이해 정도에서 여성보다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사업의 영향력이나 해당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의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The results of t-test analysis of awareness level by gender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Private 

Antidesertification Afforestation support Project’.

Questionsz
Mean SD

t-value p
Male Female Male Female

A1 4.03 4.13 1.04 0.86 -0.76 0.49
A2 3.69 3.37 1.11 1.24 1.98 0.05*
A3 3.98 3.81 0.96 0.90 1.31 0.19
A4 3.27 3.14 1.02 0.87 1.00 0.32
B1 4.00 3.83 0.89 0.93 1.34 0.18
C1 2.99 2.70 1.18 1.20 1.73 0.09
C2 3.46 3.30 1.01 0.82 1.29 0.20
C3 2.48 2.49 1.15 1.23 -0.058 0.95
D1 3.92 3.92 0.91 0.82 0.039 0.97
D2 4.01 4.06 0.84 0.91 -0.38 0.71
E1 4.24 4.26 0.97 0.85 -0.20 0.84

*p ≤ 0.05, p value by t-test.
zA1-A4 : Level of perception of desertification and environmental damages.
B1: Level of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of afforestation.
C1-C3 : Level of perception of the project. 
D1-2 : Influence on the project.
E1: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연령에 따른 ‘민간사막화 방지 조림 지원사업’ 인식 정도

지역주민의 연령을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으로 4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해당사업의 인식 정도 차이를 비

교하였다(Table 8).

분석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10대의 청소년 응답자들이 20대 이상의 성인들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해당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사막화의 개선 정도에 대해 10대의 청소년이 20대 이상의 성인들 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막화로 인한 빈

민 증가에 대한 결과에서도 성인들에 비해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조림의 필요성과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도 항

목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식이 증가하고 있었다. 조림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연령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10대에 비해 40대 이상이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당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과 해당사업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인식 정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10대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가장 낮

은 수치를 나타냈다. 해당사업의 영향력과 지속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10대가 

30대에 비해 사회, 경제, 환경적인 영향력에서 낮은 인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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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results Anova test analysis of awareness level by ag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Private 

Antidesertification Afforestation support Project’.

Ques-
tionsy

Teens (a) 20s (b) 30s (c) Over 40 (d)
F pz Tukey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A2 3.13 1.13 3.78 1.20 3.76 1.11 3.85 1.06 5.56 0.00 a < b,c,d

A4 2.89 0.76 3.26 0.96 3.39 1.04 3.63 1.04 5.54 0.00 a,c < c,d

B1 3.67 0.70 3.86 1.05 4.15 0.90 4.26 0.94 5.11 0.00 a,c < c,d

C1 2.44 1.12 3.00 1.14 3.11 1.18 3.26 1.23 5.71 0.00 a,b < b,c,d

C3 2.17 1.12 2.50 1.25 2.74 1.21 2.63 0.97 3.06 0.03 a < c

D1 3.68 1.00 3.94 0.68 4.03 0.86 4.26 0.71 3.74 0.01 a < c,d

D2 3.79 0.98 3.96 0.92 4.26 0.60 4.22 0.85 4.49 0.00 a < c
yA2, A4 : Level of perception of desertification and environmental damages. 

B1: Level of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of afforestation. 

C1, C3: Level of perception of the project. 

D1, D2: Influence on the project. 
zp ≤ 0.05 p value by Anova.

직업에 따른 ‘민간사막화방지 조림 지원사업’ 인식 정도

지역주민의 직업을 5그룹으로 구분하여 직업 간 해당사업의 인식 정도 차이를 비교하였다(Table 9).

분석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농축

산업과 사무직에서 다른 직업군에 비해 해당사업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중·고등학생과 

기타 직업군(일용직, 대학생, 무직)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낮은 수치가 나타났다.

사막화의 개선 정도에 대해 농·축산업과 사무직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막화로 인

한 빈민 증가 인식 정도에서도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조림의 필요성과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도 항목에서는 기술직

이 가장 높은 인식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해당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과 해당사업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는 사무

직이 다른 직업군들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이 가장 낮은 수치가 나타났다. 해당사업의 영향력

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에서는 농·축산업의 직업군이 높은 인식 정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환경적인 영향력

에서는 사무직이 중·고등학생의 직업군에 비해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9. The results Anova test analysis by of awareness level by occupational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Private Antidesertification Afforestation support Project’.

Questionsy
Agro-

livestock (a)

Office jobs

(b)
Technical jobs (c)

Middle/High school 

student (d) F pz Tukey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A2 3.82 1.17 4.05 1.15 3.68 1.09 3.12 1.09 5.38 0.00 d < a,b

A4 3.41 1.09 3.51 1.05 3.39 1.08 2.85 1.08 4.36 0.00 d,c,a < c,a,b

B1 3.87 1.00 4.21 1.04 4.29 0.87 3.65 0.87 4.53 0.00 d < b,c

C1 3.10 1.19 3.07 1.24 3.47 1.13 2.41 1.13 6.44 0.00 d,b < b,a < b,a,c

C3 2.49 1.23 2.84 1.21 2.79 1.09 2.15 1.09 3.21 0.01 d < b

D1 4.26 0.68 3.91 0.97 4.05 0.61 3.65 0.61 3.47 0.01 d < a

D2 4.13 0.92 4.19 0.70 4.32 0.70 3.78 0.70 3.22 0.01 d < c
yA2, A4 : Level of perception of desertification and environmental damages. 
B1: Level of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of afforestation.
C1, C3: Level of perception of the project. 
D1, D2: Influence on the project. 
zp value b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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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막화 방지조림 지원사업’ OECD/DAC 평가

지금까지의 인식조사 결과와 관계자 면담을 통한 자료를 토대로 ‘민간 사막화 방지 조림지원사업’에 대해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 부분에 대해 OECD/DAC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사업을 평가하였다. 

적절성 평가

적절성 평가는 해당사업에 대한 자료와 면담 내용,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기술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평

가하였다. 면담 결과 중국은 한국과 2014년 공공외교 포럼을 개회하는 등 한국과의 외교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인식

조사 결과 대다수의 주민들도 사막화 피해 개선 필요와 조림사업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정책적 부분에서의 사업의 적절성은 높다고 평가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당사업은 중국국가표준 조림기술 규정에 따라 포플러와 사류를 선정하였으며, 장기적인 계

획에 따라 매년 목표치를 두어 추진 방식의 적절성을 보였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사업의 위치가 우리나라에 불어오

는 대부분의 황사 발원지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북경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사업지 선정에 적절성이 있었다. 설문조

사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본 사업이 높은 환경적 영향을 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환경적으로 적절성이 높다

고 평가된다.

효율성 평가

효율성 평가는 관계자 면담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였다. 해당사업은 중국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인력, 예산 등의 

계획 수립 시 중국전국청년연합(공청단)과 협력하여 예산 계획을 작성하였다. 이에 물가 상승, 묘목비용 상승, 유류

비 및 인건비 상승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사업 수행체계에서 해당사업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사하는 

통역원을 배치하였으며, 현장 매니저로는 지역 전분가를 고용하여 지역상황에 맞는 조림을 위해 노력하는 등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평가된다. 

효과성 평가

효과성은 해당사업의 모니터링 결과, 면담 내용,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해당사업의 

연도별 사류 및 포플러 활착률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모니터링 결과 수목들의 활착률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사류(Salix)의 경우 평균 활착률이 2010년 49%

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5년에는 91%, 포플러(Populus)의 경우 2010년 61%에서 2015년도에는 약 91%로 개선되었

다. 이는 기술 전수 및 인력 배양 및 효과적 사업 수행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해당사업이 지역에 사회·경제적으로 미친 

영향 정도를 묻는 설문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해당사업이 사회·경제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는 등 

해당사업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계자 면담 결과 사업을 통해 사업지는 녹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해당사업으로 인해 일자리 증가의 이유로 도시에서 다시 돌아오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목축, 농사를 하는데 피해가 적어졌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가 있었다. 사회·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향후 계속 진행될 조림 지원에 있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조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

는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Table 10. Occupational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Private Antidesertification Afforestation support Project’.

Species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Salix 0.49 0.62 0.73 0.68 0.75 0.91

Populus 0.61 0.92 0.89 0.84 0.88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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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평가

영향력 평가는 면담 내용과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였다. 면담 결과 본 사업은 인민일보 대서특필되는 등 

중국에서 사막화를 방지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었다. 조림지 조성을 통해 주변 환경이 좋아졌으며, 일자리 창출의 효

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 사막화방지 조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인식 정

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별, 직업별에서 해당사업의 내용에 대한 인식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해당사업 내용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 평가는 면담 내용과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해당사업의 지속가능 여부를 평가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해당사업의 계속적인 진행 여부 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를 바

라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면담 결과 해당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계획에 전년도 조림목 

생장 현황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후관리 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묘목 생산, 가식방법, 관수

시기에 대하여 중국 건조지복원전문가와 다라터치생태원측과 합의를 통하여 간이 시방서를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을 효과적으로 유지, 확대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Conclusion

본 연구는 중국 쿠부치사막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간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에 대해 주민 인식조사 및 관계자 면담 

내용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해당사업을 평가하였다. 성별, 연령별, 직업별 주민 인식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해당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인식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령별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다른 그룹보다 낮게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사업이 아직 청소년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에 

따른 분석 결과 농축산업, 사무직, 기술직이 해당사업에 대해서 높게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고등학생, 

일용직, 무직 등의 직업군은 해당사업에 대해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조사와 면담을 통한 

OECD/DAC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전체적인 평가부분에서 해당사업은 효과적으

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인식조사와 면담 결과 주민들이 해당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당사업 내용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

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아직 사막화 방지 조림에 관련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기

술적 노하우가 집적되고 있는 중이므로 사막화 방지 조림의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하여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인식조사와 면담 결과는 해당사업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해당사업의 운영계획 시 이들 문제가 우

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성과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 조림사업지로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 아니어서 장기간 머물러 조

림지 등의 현장을 평가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인식조사와 면담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사업

의 전체적인 평가에는 미치지 못한 제한성을 내포하고 있어 후에 해당사업의 모니터링 자료, 구체적인 예산 편성 자

료 등을 포함한다면 사업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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